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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에
왜 눈을 돌릴까

오늘날 에너지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갈등이 석유, 석탄, 가스, 핵, 바이오매스를 둘러싸고 급증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값싼 화석연료를 차지하려는 이해관계 갈등이 벌어지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지역 공동체가 화석연료 채굴과 사용에 저항하
고 있다. 갈수록 더 많은 도시인이 연료 빈곤을 겪고 여전히 많은 농
촌 주민이 전기를 전혀 못 쓰지만, 거대 기업들은 정부 보조를 받으며
에너지를 마음껏 써대고 있다. 더 지구화된 제조와 운송 시스템 탓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주의자들은 석탄과 석유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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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낭비하는 지금을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할, 역사상 이례적인 시기
라고 경고한다. 핵에너지, 농업 연료agrofuels,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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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방식으로 도입되더라도) 재생 가능 에너지 또한 화석연료를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진보적 활동가
들에게 아직 풀지 못한 질문들을 던진다.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화석연료와 우라늄을 땅속에 그대로 둔 채 토지에서 농업 연료
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반영해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어떤 분석적이고 정치적인 수단들이 쓸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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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슈들에 대응하는 정책의 주된 흐름은 대개 ‘에너지 안보
’라는 시각에서 틀이 잡힌다. 석유와 석탄과 가스의 공급을

energy security

석유 소비자나 가스 소비자들의 수요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
할 것이다.

유지하거나 신규 공급을 늘리고, 핵 발전소를 짓고, 심지어 재생 가능

에너지 안보의 복합적인 의미는 명료한 사고를 펼치고 좋은 정책

에너지를 대량 수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에너지

을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또한 기만과 선동에 쉽게 노출되는 탓

효율은 우선순위에서 뒷자리로 물러나고 화석연료의 전환은 진지하

에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퇴행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사회 정책이나

게 고려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빛을 밝히는 게 지배적인 관심사가 되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데 이용되기

면서, 한때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기후 변화 대

도 된다. “에너지 안보는 모호한 특성 때문에 악명 높은 개념이다. 국

응이라는 목표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제 안보 시스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경우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

이런 정책들은 에너지 공급을 더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

게 만들기 때문이다.”2

백만 명에게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석유나 가

이렇게 다면적인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개념 규

스 매장지를 개발할 때 자주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력의 결과로 불안

정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3 어떤 용어도

한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생산된 에너지에 접근하지

서로 다른 역사성과 물질성을 토대로 하는 이런 현실들을 정확히 묘

못하게 가로막는 시장 기반형 정책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기

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4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 안보라는 용어를 들
먹일수록 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는 더욱더 불확실해진다는 점이다.

‘에너지’라는 말과 ‘안보’라는 말은 둘 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 에
너지는 오늘날 일상적으로 물리학의 추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치적 유행어들이 흔히 그렇듯 에너지 안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나무, 근육, 석탄, 석유, 가스, 핵 물질, 낙수, 기류 등에서 나오는 에너

사이에서 서로 상반된 목표를 뜻하는 데 쓰이는 조형적인 미사여구가

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족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는

됐다. 많은 사람에게 에너지 안보는 그저 한창 추운 겨울에 열기를 얻

에너지냐 아니면 노동자들에게서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데 쓰

을 수 있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요소, 곧 ‘생존의 논리’를 의

는 에너지냐 하는, 사람에 따라 바라는 바가 다른 에너지의 다양성과

미할 것이다.1 정부 여당에게는 다음 선거까지 자기 나라의 주요 기업

이 에너지들에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투쟁을 무시한다. 어떤

들이 연료 공급자들을 상대로 믿을 만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에너지가 사고팔리는 방식, 그리고 각 에너지원을 특징짓는 계급, 인

보증하는 정책을 의미할 것이다. 수출 국가에게는 장기 계약을 맺어

종, 젠더, 국가 차원의 정치의 상이함을 감춘다.5 에너지와 에너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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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
수송관과 펌프장, 정제 공장과 해상 운송,

게 중요한지 결정할 수 없다.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른다.

도로 시스템과 자동차 문화,

안보는 문제투성이 개념이다. 어떤 종류의 안보인가? 누구를 위하

달러 흐름과 경제 지식,
무기 수출과 군사주의 사이의 연결점을 추적하면,

는가? 어떤 종류의 안보가 어떤 에너지원에 관련되나? 각각의 안보에

석유, 폭력, 금융, 전문가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는 어떤 종류의 전략이 필요한가? 전략들은 서로 갈등하는가 아니면

일련의 특이한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

결합되는가? 안보라는 말은 이런 질문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 티모시 미첼

반드시 공개돼야 할 안보를 둘러싼 차이와 갈등을 숨김으로써, 안보
는 사회에서 농업, 전력, 무역, 원조, 수송, 제조, 주택, 은행, 국가 발전,
군대의 구실 등에 관련된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
《에너지 안보》는 수사로서 그리고 정책으로서 에너지 안보의 위험

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 현명하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에너지 안보》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성을 탐색한다. 에너지 안보 그리고 그 틀에 따라 짜인 정책들은 바람

1장 ‘에너지의 기원’은 에너지원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투쟁

직한 미래에 불을 비추지 않고, 점증하는 불평등을 모호하게 하며, 지

을 무시하는 에너지, 물리학을 반영한 추상적이고 역사적인 에너지를

구 온난화를 늦추고, 갈등에 휩싸인 자연에 필요한 관심을 분산시킨

살펴본다.

다. 요약하면 에너지 안보는 민주적이면서도 화석연료에서 자유로운
미래에 관한 토론과 조직화를 방해한다.
또한 에너지에 관련된 빈곤이나 기후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에너

2장 ‘에너지가 낳은 세상’에서는 에너지 안보로 정당화되는 한편
으로 에너지, 식량, 물, 토지 같은 생활필수품을 빼앗기는 새로운 희생
과 불안을 낳는, 에너지 인클로저energy enclosures의 흐름을 기술한다.

지에 관해 더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할 뿐 아니라 진보적 목표에 더 들

3장. ‘에너지-기후 시장’은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 관한 시장 중심

어맞는 비판적 설명이 필요하다. 집단 안보와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의 신자유주의 접근이 에너지 배제를 강화하는 과정, 그리고 에너지와

소수의 개인적인 단기 이익보다 우선하고,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기후의 금융화가 에너지 부족을 가져오고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늦

사회, 심지어 심리도 석탄, 석유, 가스에 단단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추는 과정을 설명한다.

인정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식량과 상품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방식

4장. ‘에너지 안보의 정체’에서는 모든 것을 안보화하는 흐름 속에

을,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그리고 전세계의 삶과 사회와 경제를 조직하

서 성립돼 화석연료를 동력으로 삼는 산업주의가 일상에서 정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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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머리말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뒤따르는 폭력을 추적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5장 ‘에너지 안보에 도전하기’는 에너지 안보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와 토론할 거리를 제시한다.

에너지 안보,
안녕들 하십니까

2012년 2월
니콜라스 힐드야드, 래리 로만, 새러 섹스톤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에너지 안보라는 말을 쓸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누구의 안보일까? 어떤 종류의 안보일까? 그 사
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안보에는 종류가 많다. 이익을 내는
데 충분할 정도로 값싼 화석연료를 확보해야 하는 제조업자들의 안
보, 군수 물자를 움직일 석유가 필요한 군대의 안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가정의 안보, 음식 할 때 쓸 땔감을 모아야 하는 시
골 농부의 안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파국과 사회 혼란을 막으려
고 하는 세계 시민의 안보 등.
‘자원 외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에너지 안보는 대
체로 자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하
는 정책을 뜻하는 듯하다. 지리학자 마젠 라반Mazen Labban이 한 말을 빌
리자면, 이런 정책은 석유, 가스, 석탄, 핵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형성된
‘군사화된 세계 시장’에 관련된다. 한국도 해외 농업 연료의 개발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토지 수용에 적극적이다.
대부분의 국민국가에서, 특히 산업화된 나라에서 같은 의미를 부
여하는 안보라는 개념은 확실히 편견과 모순으로 가득하다. 상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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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빠른 운송, 대량 소비에 필요한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해 각 산업

가 지배적인 에너지 개념에 담긴 엘리트의 편견도 폭로하려 한다. 우

이 지닌 이윤 축적 능력을 보호하지만,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리가 확인한 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에너지는 사실

주류 에너지 정책은 세계 전체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상 노동의 생산성을 통제하고 증대하는 산업의 필요에 맞춘, 아주 최

이런 현실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1976년에

근의 발명품이다. 오늘날 자주 쓰이는 용어인 에너지는, 예전에는 특

서 2007년 사이에 미국군은 페르시아 만의 석유 공급선을 보호하는

수한 맥락에 놓이던 여러 행위를 이제 인간 신체를 원료로 만들고 산

데에만 연간 평균 2250억 달러를 썼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중동의 군

업이 자본을 축적할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알맞게 동원하는 방식을

사화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나아가 지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가리키는 말이다. 끝없는 자본 축적을 향하는 지상 명령이 인간의 미

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래에 위협이 되는 한, 자본 축적에 관련된 에너지 활동은 결코 지속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에너지 산업은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악화시키면서 얻는 불평등한 교환 방식

가능하거나 민주적일 수 없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안보하고 양립할
수도 없다.

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

우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에너지와 안보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던

가스공사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천연가스 생산 사업인 쉐가스 프로

생각들에 도전하는 놀라움을 경험했다. 가장 큰 교훈은 그렇게 일상

젝트Shwe

적으로 쓰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낮고, 그 개념들을 어서

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삼성물산 등이 펼치는 농업 연

Gas Project

료 사업인 오일팜 플랜테이션oil

이 그렇다. 이것뿐만이 아

빨리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이다. 이 책에 담긴

니다.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유럽 국가

생각들에 관한 공적 토론은 이제 막 시작됐다.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

들, 북아메리카,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방향하고

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토론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함께 나누

비슷하게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험에

고 살아가는 에너지 미래를 논의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

빠뜨리고 있다. ‘자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정책을 시행해 그런

하다.

palm plantation

사업들을 보조하는 방식은 실제로는 지방 수준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며, ‘에너지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흐름을 지원하는 흐름은 안
전 보장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을 초래한다.

2014년 12월
니콜라스 힐드야드, 래리 로만, 새러 섹스톤

여기서 우리는 안보에 관한 지배적 관념에 질문을 던진다.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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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에너지는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집합적 개념이다.
1

— 바츨라프 스밀 ●

에너지 안보라는 용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안보라는 말에 의아
해한다.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종류의 안보
를 말하는지, 누구의 안보를 말하는지, 어느 시간대를 말하는지, 에너
지 안보가 화석연료의 자급자족을 뜻하는지, 화석연료의 구매 계약
체결을 말하는 것인지, 석유 운송로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을 기획
하는 것인지, 게릴라 공격에 취약한 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보호
하는 것인지, 또는 겨울에 충분한 열을 확보하는 것을 뜻하는지, 에너
지 수요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인지, 전
력을 탈상품화해 모든 사람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마
젠 라반은 “에너지 안보는 정치적 편의에 따라 어떤 의미라도 부여받
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2 그러나 에너지 안보에는 또 다른 커다란 문
제가 있다. 에너지라는 복잡한 단어에 말이다. 이 개념은 안보를 다루
기에 앞서 살펴봐야 한다.

● 바츨라프 스밀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책에서 스밀의 저작이 자주 인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역자와 저자들이 스밀과 입장을 달리하는 점도 있다. 스밀은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지만, 혁신적인 원자로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핵 발전을 미래 에너지의 선택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그렇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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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사용된 에너지 양은 사회마다 엄청나게 다르다. 2008년에
미국은 1인당 연간 평균 7503킬로그램의 석유 환산톤oil-equivalent을 사

안보가 그런 것처럼 에너지는 많은 배경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논쟁

용했다. 영국은 3395킬로그램, 중국은 1598킬로그램, 우루과이는 1254

들을 많이 품고 있다. 이를테면 에너지원은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으

킬로그램, 베트남은 698킬로그램, 방글라데시는 192킬로그램이다.4 비

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하다. 나무든 작물이든 어떤 바이오매스

슷한 행동 유형에 속하는 에너지 사용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 방식으

든 모아 태울 수 있다.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집도가 높은 석유는 특

로 바뀐다. 1900년 덴마크인 한 사람이 조리와 난방에 쓰는 에너지는

수 전문가들과 대량 투자를 거쳐 특정 지역에서 채굴되고 정제된 뒤,

1500년에 쓴 에너지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았는데, 1975년에는 1500

발전소에서 가정 보일러와 군용 비행기 엔진으로, 특정 기계에서 석유

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1900년에는 목재와 토탄peat에서 석탄을 태우

제품이 연소되는 곳으로 먼 거리를 이동한다. 수력 발전 댐은 연소하

는 주철 스토브로 연료가 전환되기 시작됐고, 20세기에는 비효율적인

고 상관이 없다. 연료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집도가 석탄의 350만 배

중앙 집중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5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핵 발전은 하이테크 방재와 끊임없는 감시 시스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타내는 다른 종류의 다양성이 주목

템이 필요하다. 햇빛과 광합성을 비롯해 인간과 동물의 근육은 여전

받는다. 사회-기술적 레짐social and technical regimes●● 의 다양성이 그것인데,

히 식량 재배에 쓰이는 상당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게다가 시간이 흐

레짐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석탄은 그냥 석

르면서 각 에너지원이 하는 구실은 다양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탄이 아니다. 석탄은 1877년과 1925년 사이에 영국이 이끈 생산 레짐

될 것이다.

과 제국주의의 결정적 요소로서 근대적 의미를 획득했다. 용광로, 증

에너지원이 다양하면, 개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진

기, 철, 기계, 철도, 공장 생산, 높은 노동 생산성, 도시화, 공유지의 수

다. 요리, 난방, 운반, 건축, 조명, 냉방이 그런 사례다. 분명히 대부분

용, 해전 같은 역동적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6 석탄하고 비슷하게

의 사람들에게 에너지의 유일한 목적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지, 에너지 자체를 얻는 게 아니다. 에너지 전문가 에머리 로빈스Amory
●

Lovins

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대로 사람들은 에너지나 킬로와트아우어

가 아니라 ‘온수 샤워, 찬 맥주, 밝은 방’을 바란다.3

kWh

아늑한 가정을 바라는 개인들이 에너지를 쓰고 싶어하는 점에서는

20

● 이 책에서 바츨라프 스밀만큼 자주 인용되는 에머리 로빈스는 경성 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와 연성 에
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를 대비하면서 뒤의 것을 바람직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주장해 유명해졌다. 《미래의 에너
지》(에머리 로빈스 외 지음, 임성진 옮김, 생각의나무, 2001)와 《자연자본주의》(폴 호큰 외 지음, 김명남 옮김, 공존,
2011)이 번역됐다 — 옮긴이.
●● 레짐은 체제, 정체, 정권, 제도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는데, 이 책에서는 제도, 규범을 포괄하는 체제의 의미를
뜻한다. 특히 사회 시스템과 기술 시스템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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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미국이 지배하는 축적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자동차화,

10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사막과 해안의 국토를 가로지르는

교외화, 석유와 천연가스 중심의 농업인 녹색 혁명, 새로운 첨단 군사

최소 6만 5000킬로미터의 신규 고용량 전력망을 설치해야 한다.10 미

장비, 새로운 노동자 훈육 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7 같은 이유로

국의 운송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문제도 국가 전체적으

전기는 전자의 흐름만이 아니다. 집중된 장소의 거대 발전소에서 생

로 ‘1인 가구, 자동차 이동성과 핵가족 중심의 일상생활의 지리학’에

산된 전기를 개별 가정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은 토머스 에디슨 등의

서 파생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11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조직화에 힘입어 19세기에 만들어졌다.8 작가
이자 사상가인 볼프강 작스Wolfgang

는 현대에 들어서 에너지가 낳

Sachs

은 결과를 생생하게 설명한다.

안보가 그렇듯 에너지도 중대한 세부 사항을 아주 많이 빼놓은
용어라는 점은 확실하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에너지 부족은 불충
분한 공급의 문제일 뿐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이용해, 정치인들은 새
로운 유전이 개발되지 않거나 댐이 건설되지 않거나 광산 노조가 패

전기 믹서의 예를 보자. 회전하고 진동하면서 눈 깜짝할 새에 음식 재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빛이 사라지게 된다고 위협했다. 1970년대

를 간다. 환상적인 도구다!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

와 1980년대에 미국 지도자들은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나라 안

기 코드와 벽에 설치된 콘센트는 국가, 나아가 세계 시스템에 이어진 가

팎에서 에너지 생산의 증가와 다양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속셈으로

정용 단말기에 가깝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이어지는 송전선과 케이블의

‘해외 토호국 카르텔’이 석유 위기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치

네트워크를 거쳐 도달한다. 발전소는 수압이나 수송관, 유조 차량에 의존

인들이 지지하는 집중화된 에너지 기반 시설이 사고와 게릴라에 취약

하기 때문에 댐이나 해상 플랫폼, 원거리 사막에 세운 유정탑이 필요하다.

하며, 공급 실패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계속 노출되는 게 사

엔지니어, 기획자, 재정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이런 전체 사슬의 각 부

실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은 석유가

분을 관리할 때만 적절하고 적합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이 집단은 행정

아니라 석탄에 의존하고 있었다.1 2

9

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산업(때로는 심지어 군대)에 기댈 수 있다.

에너지 개념의 추상적 성격은 다른 측면에서도 혼란을 불러온다.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일반적인 예측을 생각해보라. 150년 동안 전문

그런 거대 시스템에 따른 환경 문제는 녹색 에너지원을 채우는 방

가들은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특성에 기대어 에너지 사용을 예측

식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하려 했지만, 에너지 사용의 다양성과 전환, 특정 에너지원의 특수성

으로 일부를 재전력화함으로써 미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면,

과 물질성, 혁신의 예측 불가능성과 정치적 경제적 변화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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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예측은 거의 늘 크게 틀렸다. 컴퓨터의 힘을 빌려 대담하게
여러 변수, 곧 서비스 기관의 냉방 장치 구역 비중부터 평균 버스 승
객과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택 철거율에다 국내 총생산
에 이르는 변수들을 측정한 전문가들은 미래 5년, 10년, 20년, 심지어
100년을 전망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의 수학적 모델을 설계했다. 결

추상적 에너지
에너지를 추상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에너지원이 구별되지 않는다. 에너지원에는
나무와 바이오매스, 석탄, 석유와 가스를 태워 얻는 것, 인간과 동물의 근력, 핵
분열, 중력에 따른 낙수, 공기의 흐름, 그리고 가장 풍부한 태양의 복사 에너지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기는 석탄 연소, 수력이
나 풍력 터빈으로 생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원유에서 정제된 가장
순수한 물질인 등유는 비행기를 움직이는 데 쓰인다. 기차는 대개 2차 에너지원

과는 암담했다. 1970년에 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2000년에 전력 생

인 전기를 쓰지만, 수송은 휘발유, 경유, 제트유 등으로 정제되는 원유에 대부분

산 설비 용량이 2100기가와트에 이르게 된다고 예측했다. 실제로는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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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1970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세계에너
지협회WEC,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2000년
의 세계 에너지 사용을 전망하려 노력했는데, 보통 30퍼센트에서 50
퍼센트 넘게 높았다.●14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관한 단기적 외삽법과
전망은 조금 더 낫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이 “통찰이라는 거

의존한다. 농업 연료*는 기술적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지만 비교할 정도의 양
몇몇 에너지원은 (상대적으로) 쉽게 추출되고 대지와 바다를 가로지르며 먼 거
리를 이동한다. 유조선에 실려 정유소로 가는 원유가 대표 사례다. 반면 다른 에
너지원은 물질적 특성에 따라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압력을 가해 가스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천연가스는 같은 양의 원유를 보낼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석탄
채굴은 석유와 가스에 견줘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기반 시설이 더 적게 필
요하고 과정도 단순하다. 그리고 석탄 채굴은 덜 집중돼 있고, 철도와 운하 같은
고정된 연결망을 따라 운송된다. 석탄은 석유와 가스에 견줘 단위 수량당 에너지
를 덜 산출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장거리 수송 때 덜 경제적이었다.
풍력 발전은 충분하지만 불규칙해, 전기를 곧바로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

짓 느낌”이라고 지적했지만, 예측은 전세계에서 에너지 계획과 기후 변
화 계획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1 5
요약하면 에너지는 처음에는 순수한 개념처럼 보인다. 에너지는

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매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 중 아주 일부만으로도 오늘
날의 유럽과 북아메리카와 중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100배를 생산할 수 있
다.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은 많은 가정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잠재력이 있지
만, 계속해서 꾸준히 산업 경제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 충분하게 태양광을 전력으

과학과 수학의 위상을 갖고 안보의 (위협적이거나 안심시키는) 감정
적 내포가 거의 없어, 무해하고 실재적이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
는, 당연하게 취급되는 상수이거나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연속체를
의미하는 분석 용어하고 같다. 그러나 에너지가 갖는 모호함은 그것
자체로 역효과를 낳는 정책 결정과 캠페인을 유도하고, 다른 목적을
추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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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는 34개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다. IEA는 1974년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OECD 산하에 세워졌다. 특히 OPEC 국가들과 양자 간 석유 공급 계약을 맺은 유럽 국가들을 모으려 했다.
지금 28개 회원국이 있는 IEA는 OECD의 독립 기구다(한국은 2002년에 가입했다 — 옮긴이). IEA에 가입한 석유 순
수입국은 적어도 90일을 쓸 석유를 비축해야 하며, 석유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때는 비축유를 방출하고, 석유 공급
을 억제하고, 다른 연료로 전환하고, 국내 석유를 증산하거나 회원국들끼리 나눠 쓰게 된다. 역사적으로 전략 비축유
를 방출한 경우는 1991년 1차 걸프전, 멕시코 만 석유 굴착기와 석유 공장에 피해를 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2005년 9월,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에 맞선 봉기가 발생한 2011년 6월, 이렇게 세 번이 있었다. IIASA는 에너지와 기
후 변화처럼 국제 협력 행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국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국제 정책 중심의 연구 기관이다. WEC는
정부, 기업과 기관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3년마다 총회를 연다(2013년에는 대구에서 총회가 열렸다). 미국을 근거로
활동하는 허드슨 연구소는 미래의 전략적 전환에 초점을 둔 정책 연구와 분석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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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려면 많은 태양광 집광판과 전력망 기반 시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광물과 금속이 필요하다.

너지의 희소성은, 아니 에너지가 희소하다는 위협은, 더 정확히 말해
그런 위협의 인식 또는 느낌은 어디에나 있다. 에너지를 이렇게 규정

-

*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을 합쳐 바이오 연료로 부른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로 쓰이는 바이오
매스는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 식용 작물을 원료로 써 식량 가격 폭등이나 식량 부족 사태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느라 많은 열대우림이 플랜테이션으로 바뀌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런 문제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대신 농업 연료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 옮긴이.

해버리면, 에너지는 결코 충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관점은 인류사를 에너지의 점진적 해방 또는 더 많은 에너
지를 찾으려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인류의 끝없는 투쟁으로 보
는 역사관에 연결된다. 어느 역사가는 산업혁명이란 유기 경제organic

에너지와 정치

의 제약에서 벗어나 화석 에너지에 기초한 광물 시대로 탈출한

economy

사건이라고 절묘하게 문구를 바꿔 설명했다.1 6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에너지’ 개념이 모호하면 할수록, 유럽 도시의 연료 빈곤에서 셰일가

토지, 토양, 시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방을 뜻한다.

스shale gas● 경제까지, 석유 파생 상품 거래에서 폐쇄된 공간에 갇혀 나

이런 관점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회는 그 사회가 사용하

무나 다른 바이오매스로 요리하는 사람들의 건강 악화까지, 이렇게

는 에너지의 양에 상응하고 그 양에 따라 평가된다. 과거의 유기 사회

다양한 문제에 관련된 위태로운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는 도구로 에너

와 지금도 농업 부산물이나 나무 또는 똥으로 음식을 하는 수백만 명

지 개념은 적합하지 않게 된다. 안보의 추상성이 그렇듯 에너지라는

은 후진적인 반면에, 오늘날의 사회는 발전에 관한 다른 지표들에 더

용어가 지닌 추상성은 뭔가를 감추는, 종종 반민주적인 정치적 편견

해 현대적 연료의 1인당 킬로와트 사용량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뛰

을 표현하는 요소이며, 에너지라는 말이 풍기는 중립적인 겉모습하고

어난 에너지 전문가들조차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기

다르게 상당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회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바츨라프 스밀 같은 경우

광물이나 물처럼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맬서스주의●●적 자원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는 인간 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
고, 사회에 영원히 압력을 가하는 투입물이며, 인구와 발전을 향한 열
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유한한) 재화로 보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는 게걸스런 인류가 불가피하고 지속적으로 잠
식하는 대상, 끊임없이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나서는 대상이 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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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의 하나로, 퇴적암 종류의 셰일층에 넓게 퍼져 있어 일반적인 천연가스하고 다르게 수직 시추가 아니라
수평 시추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와 기술적 제약 탓에 개발되지 못하다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에너
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채굴 과정에서 많은 물과 에너지와 화학 약품이 들어가고, 그 결과 온실가스가 많이
누출되며, 화학 물질과 메탄가스가 지하수에 스며드는 문제 때문에 환경 오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한편 셰일가스
와 셰일오일(shale oil)처럼, 오일샌드(oil sand) 또는 타르샌드(tar sand)에서 채굴한 탄화수소(hydrocarbon.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유기 화합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주성분이어서 보통 화석 연료를 통틀어 가리킨다) 등은 재래식
화석 연료에 견줘 비재래식 또는 비전통(unconventional) 화석 연료라고 부른다 — 옮긴이.
●●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한다고 한 《인구론》의 저자 맬서스를 따르는 이론으로,
빈곤과 사회악의 원인이 인구 과잉이라고 보고 인구 억제를 주장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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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렇다. 스밀은 파국적인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석탄, 석유, 가스에
서 벗어나는 전환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잘 알려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시나리오1 7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세계 연간 에너지 사용을 최
18

소 400엑사줄exajoules로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추정한다.

에너지와 장소
석탄, 석유, 가스는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의 땅속에서 발견되지만 보통은 발견
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연소된다.* 석유 매장지는 페르시아 만 지역에 집중
돼 있는데, 확인 매장량proven reserves 전체의 60퍼센트에 해당한다.** 미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포함한 30개 국가도 주요 석유 생산국이다. 실제 석유 시대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원유 생산이 집중됐다. 유럽의 석유 수

에너지 사용 수치는 복지에 관련된 표준적인 기준 또는 주관적인
측정하고 별다른 연관성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공정성이나 정의 문
제는 부분적으로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 사회 안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을 분석할 때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된다. 중독성 있는 여느 물건들이

요가 빠르게 늘어난 1950년대 들어서야 중동과 석유는 동의어가 됐다. 주로 메
탄으로 구성된 천연가스층은 일반적으로 지구 표면에서 2~3킬로미터 아래에 원
유 매장지하고 함께 있다. 전세계 가스 확인 매장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있다. 석탄은 여전히 전력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다. 최근 석
탄 채굴은 기계화됐다. 가채 매장량이 많은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고, 오
스트레일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주요 매장지가 있다. 석탄을 캐면 세척과
분류를 끝내야 연료로 쓸 수 있다. 반대로 원유는 열을 가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탄화수소로 분리해야 한다.

으레 그렇듯 사람과 국가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에너지는 폭력을 불러오는 희소성을 갖는 물건으로 여겨진다. 반면
(때로는 심각하게) 에너지의 희소성을 낳는 폭력은 보이지 않게 되는

에너지원에 따라 채굴과 연소의 결과가 다르다. 석탄 연소는 가스 연소보다 이
산화탄소를 비롯한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여러 세대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 문
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

경향이 있다.19 에너지 공급이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없거나, (공정하
게 또는 불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거나, 에너지 투입-산출 기준에 따
라 더 효과적으로 절약될 수 없다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2 0 그렇
게 되면 에너지 정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잡는 문제가 돼버린다.

* 탄화수소 매장 장소와 연소 장소의 지리적 불균등 분포는 거의 모든 산업 국가가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양을 수입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중국, 인도, 미국은 자국 소비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거의 다 수입한다(러시아, 캐나다, 영국은 예외다) — 옮긴이.
** 매우 유동적인 개념인 매장량을 구분하는 일은 대단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가채 매장량(recoverable
reserves)은 경제적이나 기술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양을 말하고, 발견 매장량(discovered reserves) 중 아직
생산되지 않은 양을 확인 매장량으로, 미발견 매장량(undiscovered potential reserves) 중 시추 단계에서 부
존이 추정되는 양을 추정 매장량(probable reserves), 시추 이전 단계에서 지질학적 자료에 기초해 산출이 예
상되는 양을 예상 매장량(possible reserves)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 뤽 벵제르, 김성희 옮김, 《에너지 전
쟁》, 청년사, 2007을 참고하라 — 옮긴이.

이런 경우 석유와 추상적 에너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많은
지정학적 투쟁들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묘사되며, 석유 개발이나 발전
소 건설처럼 억제할 수 없는 에너지 사용의 흐름에 따라 환경을 파괴

대문자 에너지와 소문자 에너지들

하며 자연을 전용하는 방식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에너지 개념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력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특
별한 역사적 과정을 겪어왔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파악하기 어

28

29

렵고 편견을 지닌 (대문자 에너지Energy라 부르는) 추상적 개념의 에너

지의 산길을 운전하는 픽업트럭 운전사는 두 발로 걸어가는 행인을

지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문자 에너지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만나면 앉을 자리가 없더라도 그 사람을 태워줄 것이다.

일이 있었다. 공유지를 늘 자원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았듯 물을 언제

이런 소문자 에너지들은 화석연료가 시간하고 맺는 관계하고는

나 ‘H2O’로 본 것은 아니었고, 산림을 늘 산업용 목재나 펄프 용재로

다른 관계를 갖는다. 인간과 동물에게 필요한 식물의 성장은 연간 계

본 것은 아니었으며, 숯불이나 밭에서 쟁기를 끄는 소를 언제나 특징

절의 리듬에 의존하고, 오랫동안 성장하는 나무도 끊임없이 비추는

없고 계량할 수 있는 에너지 소모의 사례로 여기는 않았다. 지금 많

햇빛을 빼곤 그 리듬에 의존한다. 생육은 거의 낮 동안에 일어난다. 석

은 사회에서도 꼭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대문자 에

탄과 석유의 시대(그리고 항해의 시대) 전에는 수백만 년 동안 지하

너지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에너지가 어

깊은 곳에 쌓이고 집중된 에너지가 생계나 상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

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에너지 정치의 기초로 늘 존재하

았다. 또한 화석연료의 세계 밖에서 에너지는 언제나 이질적이지만 특

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곧 공유지 레짐common regimes에 속

별한 복합적 행위에 관련됐는데, 그런 행위는 이 에너지들을 서로 연

하는 토착적이고 방언적vernacular이며 다양하게 존재하는 소문자 에너

결하는 총괄적 범주나 추상적 수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를

지들energies을 파악해야 한다.

테면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동등하고 교

소문자 에너지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달라 비교할 수가 없다. 각각

환 가능한 요소로 취급할 이유가 없었다.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어Joel

의 에너지는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련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단

Mokyr

가 지적한 대로 “18세기 사람들은 다음 두 형태가 동등한 의미를

일한 이름으로, 곧 에너지로 결코 불리지 않은 채 각각의 논리를 갖는

갖는다고 여기지 않았다. 방아를 끄는 말과 가마에 불을 지피는 석탄

다. 바이오매스를 태워 나오는 열은 요리, 설거지, 난방, 화전에 사용

이 어떤 같은 것을 행한다는 관념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다.”2 1

된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작물의 성장을 촉진한다. 동물의 근육이 만

농업은 햇빛, 근육, 바람, 물의 흐름이 장거리 교환되는 방식으로

드는 역학적 에너지(또는 디젤 엔진)는 시골에서 사용된다. 사용된 각

진행됐다. 요리와 난방은 나무에, 때로는 석탄에 기댔는데, 석탄은 숯

에너지의 양은 그 일에 맞게 바로 사용된다. 빵 한 조각을 굽는 데 필

과 낙수하고 함께 전력 산업에 도움을 줬다. 계절과 토지의 무한한 에

요한 양보다 두 배 많은 나무가 있다면 나머지 나무는 언제 쓰겠는

너지는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여긴 탓에,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가? 게다가 고난의 시기에는 땔감 같은 특정 에너지가 널리 쓰여 가

에너지가 제약되는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대문자 에너지로

난한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 남반구(그리고 북반구)에서 오

알고 있는 에너지는 실제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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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에너지라고 인식하는 것은 또한 과거에는 대단히 경
직된 지리적 양상으로 특별한 장소에 기반을 잡았다. 유럽에서 방앗

을 결정하는 권한을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한다.
공유지 레짐은 물리적 영역보다는, 지역 또는 조직의 권력, 구성원과 비구성원
사이의 차이, 구성원들 사이의 일정한 균질성, 개인적 축적보다 공동의 생존과

간은 역학적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강가를 낀 시골에 흩어져
있었다. 1838년까지 영국 전체의 방직 공장 중 4분의 1은 물로 움직
였고, 석탄을 동력으로 삼은 새로운 공장도 물방앗간을 뜻하는 말인
‘밀mills’로 불렸다. 소도시의 크기는 마차의 이동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안전에 관한 관심이라는 사회적 성격으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공유지
에 관한 규칙과 규제와 실천은 구성원들의 활동에 관한 견제와 균형과 책임 분
담을 확실히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기도 한다. 공유 가치나 공동 자산이나 특정
제도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나름의 구실을 하지만, 공유지 레짐은 여기에서
만 나오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요소가 한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조직
이나 개인에게 가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일상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있는 땔감의 양에 따라 정해졌다. 국제 무역은 지리적으로 특정한 바

공유지는 시골이나 고대 사회뿐 아니라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서도 흔하

람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경로로 진행됐다. 에너지는 장거리를 대

림을 포함한다. 덴마크의 풍력 발전은 1980년대 들어 지역 주민이 ‘풍력 발전 협

다. 현대의 공유지는 도시 공간뿐 아니라 해안의 해양 공유지, 관개 시스템과 산

규모로 이동하지 못했다. 곧 유동적이지 못했다. 비티유BTU와 킬로줄
과 석유 환산oil-equivalents의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였다.●

kilojoules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시대에 익숙한 종류의 에너지에 관한 정치

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한 농부가 가진 땅에 터빈 하나만 세운다는 계획을
허가하는 것이 지역 주민이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가입 조건이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하고 무관한 사람들은 배제됐고, 조합원이 획득할 수 있는 지분은 제한됐다.
그런 소유 모델은 풍력 발전의 대중적 수용성을 높이고 풍력 발전을 더 빨리 확
산시켰으며, 사회에도 도움이 됐다. 1990년대 후반에는 그런 구조가 흔들리는데,

는 없었다. 근육의 통제는 사람과 동물의 통제를 뜻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계획 허가와 소유권에 관한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외부 재정 투자자

생산에 필요한 동력을 모으는 일은 인간 신체, 이를테면 노예를 모으

지역 사회의 반대, 첨예한 갈등, 장기간 연기나 취소가 잇따랐다.

들이 터빈을 더 크게 더 많이 세우려 달려들었고, 그 결과 풍력 발전을 둘러싸고
23

는 일이었다.2 2 토지 접근성이 땔감과 숯의 이용을 결정했다. 에너지
를 쓰는 양은 감시하는 방식에 따라 달랐다. 이를테면 강가에 흩어져
있는 방앗간 주인들의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는 방앗간을 찾는 농부

화석 연료의 시대

의 감시에 취약했다.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나 상대적으로나 제한된 양이었다.

공유지 레짐
공유지 레짐은 모든 사회에서 사적이지도 않고 공적이지도 않은 삶의 영역이다.
토지, 산림, 물, 물고기, 라디오 주파수, 씨앗, 거리 등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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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동력으로 삼는 산업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바꿨다. 실제

● BTU는 ‘British thermal units’의 약자이며, 전기, 열, 냉동 공조 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다. 다른 에너
지 단위인 줄(joule)로 환산하면 1,055줄이다. 석유 환산 배럴(BOE)은 원유 1배럴(42 갤런이나 158.9873리터) 연소로
생기는 에너지하고 거의 같다고 여겨진다. 가스의 형태에 따라 양이 다르겠지만, 약 6000평방미터의 천연가스는 석유
1배럴하고 같다고 본다. 석유 환산 배럴 단위 덕분에 석유 업계가 산출하는 (배럴로 측정되는) 석유와 (부피로 측정되
는) 가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계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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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금 우리가 쓰는 대문자 에너지라는 추상적 개념을 만들었다. 먼

꿀 수 있었다. 노동 생산성이 전기에 달려 있던 작업장 관리자들에게

저 화석연료 덕분에 신흥 산업 엘리트들은 시간에서 분리될 수 있게

는 바이오매스, 석탄, 석유, 가스(이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등급으로

됐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화석화된 햇빛’2 4에 구멍을 내면서 계절

표준화됐다), 핵, 태양, 바람이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 추상적 에너지

의 리듬을 무시할 수 있었다. 다양한 시대의 생물 활동에 상응하는 과

는 오직 가격에 따라 측정됐다. 추상적 노동이 첫 세대 산업 노동자들

거의 광합성 산물들은 실제로 지금의 단 한 지점으로 옮겨질 수 있었

의 이동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소모되는 육체로 구체화되듯이, 추상

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적 에너지 또한 화석연료 시대의 기계화를 거치며 형태를 갖췄다. 이

지금 우리가 해마다 태우는 석탄, 석유, 가스의 양은 400년 동안 식물

런 과정을 거쳐 석탄과 석유의 에너지 밀도는 절대적인 측정 기준이

이 생장한 결과에 해당한다.2 5 에너지 사용은 또한 하루 활동 주기하

됐다.2 6 오늘날 농업 연료는 수송용 석유를 대체하는 능력에 따라 평

고 무관해진다. 화석연료의 이동성과 밀도는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가된다. 북아프리카 사막에 제안된 거대한 데저텍Desertec 태양광 전지

기계를 생산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사람이 작동시켜야 하는 조명 시

판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고안됐지만, 지중해 지역을 통과하는 고압

스템이 개선됐다. 투자금을 갚고 경쟁 상대를 이기려고 도입된 기계들

직류 송전선의 슈퍼 그리드super

이었다.

발전 모델하고 놀랄 만큼 닮았다.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과 경유를 동

또한 화석연료는 지난날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던 특별한
사회-생태적 활동에서 에너지를 떼어놨다. 내연 엔진의 뒤를 잇는 석

●

grid

기반 시설은 집중화된 화석연료

력으로 삼는 자동차의 대체물로 계획돼 있다. 대문자 에너지는 “실제
로 진실이 된 추상”이다.2 7

탄 화력 증기 엔진은 엄청난 규모의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생산했다.

게다가 화석연료는 장소를 자본 축적에 알맞은 공간으로 바꾸면

전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화석연료나 우라늄에 내장된 에너지

서 화석연료에 어울리는 장소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지하에서 석탄

가 열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자기에너지로 가시적으로 전환됐

과 석유를 채굴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생산을 토지에서 해방시켰

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폭넓게 분배돼 다시 열이나 역학적 에너지로

다. 1700년에 이미 영국에서 석탄은 맥주, 벽돌, 유리, 비누, 석회를 만

변환됐다. 광물 기반 경제의 기계 시대에는 한 가지 척도로 서로 다른

드는 과정에서 나무를 대체했는데, 약 100만 헥타르의 산림에 해당했

연료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산업용 보일러 소유자는 맥락
에 크게 기대는 단 하나의 에너지원에 반드시 묶여 있지 않아도 됐고,
주택 소유자는 나무에서 석탄으로, 연료유로, 가스로 에너지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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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단위의 전력망(grid)을 뛰어넘는 넓은 전력망. 정반대로 국가 하부의 소규모 전력망은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라고 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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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00년에는 석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그 석탄을 대신하는 나무

가공, 냉방, 저장에도 사용됐다.

가 자라려면 영국 국토의 3분의 1이 필요할 정도였다.2 8 오늘날 석탄,

마지막으로 시간, 행위, 장소, 이 모든 것은 대문자 에너지라는 새

석유, 가스는 12억 5000만 헥타르가 넘는 땅에 사는 식물에 맞먹는다.

로운 추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의된 새로운 정치하고 뒤얽힌다. 극

오늘날 전세계에서 발전과 송전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지구적 채굴,

도로 강화된 생산성은 임금 노동의 일반화와 탈숙련화를 앞당기고

가공, 수송에 이용되는 땅의 전체 규모가 300만 헥타르에 지나지 않

확대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증기 엔진은 직물 분야의 노동 생산성을

아 400배나 작지만 말이다.2 9

100배 증가시켰는데, 광물 기반 에너지 관련 투자가 1790년대에 11퍼

화석연료는 농촌 수로처럼 특정한 장소에 고착된 에너지 사용에

센트에서 1850년에 50퍼센트로 오른 점에 비춰 보면 놀라운 일이 아

서 자유롭다. 거대 공장에 노동자와 생산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됐고,

니다. 점점 증가하는 화석연료 주도의 추상적 에너지에 힘입은 노동

(돈을 쓰면) 마음껏 에너지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과정 내부의 재조직화는 신흥 엘리트들의 관심을 (임금에만 의존하지

새롭게 발견됐다. 기업은 이런 능력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노동자들의

않고 일정하게 자급자족해서 먹고살던 사람들을 포함한) ‘노동자들’

산출을 확대했고, 더 나아가 물리적 한계 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노

이라는 특정 집단에서 더 추상적인 임금 ‘노동’으로 옮기게 만들었고,

동자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해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추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사이의 분리를 심화시켰다.3 1 바꿔 말하면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에너지 집약적인 석탄이 배

노동력의 상품화(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점차 불안정해지는 것)

와 바지선과 철도를 거쳐 도시 산업으로 수송되면서 도시는 더 커졌

는 대체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을 거쳐 달성됐다. 지리학자 매

으며, 에너지와 노동은 토지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훨씬 더

튜 후버Matthew

혁신적이 되고 더 기계화됐지만 노동 착취 강도는 여전히 높았다.

생산력 측면에서 보면 생물 에너지에서 무생물 (화석) 에너지로 바뀐

그러는 동안 철도와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배는 (나중에는 석유로
움직이는 군함도) 거리감을 없애버렸다. 뒤이어 등장한 전력망이 그런

는 임금 노동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역사적 출현은

Huber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한다.3 2
게다가 산업화된 국가에서 대량 생산과 임금 노동의 확산은 이

것처럼 말이다.● 땅은 부분적으로 노동자들이 먹을 값싼 식품을 만드
는 공장으로 바뀌었는데, 땅의 생산성은 마치 너른 벌판의 모닥불을
연소실로 옮겨놓은 듯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달성됐다.3 0 결과적
으로 원유를 정제한 제품들은 작물 경작뿐 아니라 비료, 수확,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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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리의 소멸(annihilation of distance)이 완벽할 수는 없다. 에너지 선물과 파생 상품 계약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 탓에 생기는 가격 차이를 활용한다. 이를테면 트리폴리를 출발할 때 유조선에 실린 석유의 가격은 로테르담에 도
착할 때의 가격하고 같지 않다. 따라서 석유 구매자는 대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판매자를 상대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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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테면 (특히 미국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와 전기화된 소비재로 가득
33

한 가정의 형태로 대량 소비를 낳았는데,

대량 소비는 또한 궁극적

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에너지의 과학적 개념이 없어서는 안 되고
흔히 쓰이더라도, 모든 다른 아이디어처럼 에너지는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 에너
지는 독일의 수학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가 제안한 비스 비바vis

으로 값싼 에너지의 공급에 의존했다. 화석 자본주의fossil

가발

capitalism

명한 대문자 에너지는 시간과 장소와 맥락에 관해 어떤 관습적 방식
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한한 경제 성장이라는 신념을 형성하는 데 한

(활

viva

력을 뜻하는 라틴어)라는 개념을 대체한 말로 1807년에 근대 과학의 의미에서 처
음 쓰였고, 운동 에너지kinetic

는 1829년에 근대적 의미에서 사용됐다. 에너지

energy

를 다른 에너지와 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련된 열역학*은 1848년에야 중요한
과학 원리가 됐다. 과학적 에너지 개념이 받아들여지는 변화가 화석연료를 쓰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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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했다.

완전히 독립해 숫자로 정의된 그 에너지는 또한 “논의하기
35

에 알맞은, 우발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생태적 관계” 로 이해되기보

산업화하고 함께 시작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연결 지점을 지적하는 일은 물리학의 진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
의 위상을 인간의 제도 속에서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다. 오늘날 물리학이 끈 이
론과 양자 역학**까지 탐구하더라도, 에너지 물리학이 설정하고 해결하는 질문

다 예측의 주제이자 안보 문제의 대상이 됐다. 추상적 에너지는 추상
적 노동만큼이나 산업과 국가가 집착하는 대상이 됐다. 이제 미국과

들은 전통적으로 진보적 사회 변화에 관한 질적 추론의 영역보다는 자본 축적
의 양적 세계에 더 밀접하게 구성된다. 조지 카펜치스George Caffentzis***는 물리학의
39

“본질적 기능은 자본주의적 작업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몇몇 유럽 국가의 교외화, 개인화, 자동차화된 주택 소유자들도 이 에
너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곳의 일상과 자유와 자치의 이데올로기
는 화석연료의 무제한 사용, 석유와 가스를 향한 강박, 운전할 수 있
는 교통수단,3 6 ‘적대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통제를 중심으
로 돌아갔다. 난방, 편의 시설, 식료품, 의류, 오락 등을 바라는 만큼이

화석연료 개발자들이 반대자들보다 물리학식 설명을 더 폭넓게 이용하는 모습
은 놀랍지 않다. 게다가 물리학에서 누락된 부분도 그대로 따라간다. 물리학적
사고, 양적 추상화, 에너지 전환은 서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물리학적 판단과 에
너지 전환에 관한 선택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해양의 차가운 심층수와
따뜻한 표층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게 고안된 새로운 장치가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계산은, 아
무리 그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무엇보다 그 필요를 구성하는 ‘수요’가 계속 충족
돼야 하느냐는 더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나 에너지도 쉽게 바라게 됐고, 그런 욕구는 필요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시에 화석연료 시대에 관련된 새로운 에너지 정치는 화석연료를 동
력으로 삼은 시스템의 곳곳에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산업들이 벌이는
전투에 지배받게 됐다.3 7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어인 에네르기아energia라는 단어를 움직이
는 것 또는 능동적인 것을 은유하는 말로 사용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일어난
추상적 노동의 등장과 추상적 에너지의 등장을 연결하는 방식은 인간과 다른 행
위, 일과 힘 사이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연관성을 어렴풋이 연상시킨다. 그러나 에
너지에 관한 개념과 그 개념의 정치적 사용이 지니는 의미는 모두 바뀌었다.
-

* 물리학의 한 분야로 열과 역학적 일, 곧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는데,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 같은 이론이 널
리 알려져 있다 — 옮긴이.

물리학과 정치
물리학 개념으로서 에너지는 인간의 역사와 정치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
인다. ‘E=mc2’라는 등식은 나무, 근육, 천연가스, 낙수, 햇빛에서 파생되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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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역학은 결정론적 견해를 취하는 뉴턴의 고전 역학하고는 다른 패러다임이며, 현대 물리학의 주요 흐
름으로 자리 잡았다. 끈 이론은 자연계의 최소 단위가 점 입자가 아니라 더 작은 세부 구조를 갖지 않는 ‘끈
(string)’이라고 보고, 끈의 진동에 따라 에너지의 종류와 세기가 결정된다는 물리 이론이다 — 옮긴이.
*** 정치철학자이자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자로, ‘Midnight Notes Collective’(http://www.midnightnotes.
org/)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카펜치스가 쓴 <새로운 인클로저(The New Enclosures)>(Midnight Notes 10,
1990, http://www.midnightnotes.org/newenclos.html)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인클로저에 관한 견해가 잘 설명
돼 있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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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 에너지의 골칫거리

간의 발견이 초기 산업 노동자들을 오랜 노동일의 규칙적 리듬으로
훈육하는 데 도움이 됐듯이, 뒤이은 추상적 에너지의 발전은 노동자

에너지 안보에 관한 합리적 논쟁을 장려하려면 에너지 안보라는 말

들의 생산성을 더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기계의 속도에 매이게 만드는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구성하는 내용도 이해해야 한

열쇠였다. 이런 대문자 에너지에서 생존은 생산이라는 지상 과제를 지

다. 에너지라는 단어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특별한 시험대에 오

탱하는 때만, 그것도 부차적으로 취급될 뿐이다. 특정한 소문자 에너

른다. 지난 두 세기 동안 공유지 레짐의 토착적이고 방언적이고 다양

지들은 한계를 알지만, 대문자 에너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

하게 존재하는 소문자 에너지들은 산업화한 사회에서 발전한 새롭고

각하며 어떤 한계를 모른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에너지가 더 많

추상적인 대문자 에너지하고 결합했다. 소문자 에너지들과 대문자 에

이 있을수록 생산이 늘어나고 돈을 더 많이 번다. 제한 없이 말이다.

너지의 차이를 탐구하는 일은 에너지 안보의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문자 에너지들과 대문자 에너지는 그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의
미에서 서로 적대적이다. 잘게 나뉜 에너지들이 경제적 가치가 유통되

추상적이고 획일적이고 겉보기에 제한이 없는 대문자 에너지는 화

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관료, 엔지니어, 통계학자, 연구실, 경

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주의productivism, 그리고 여기에 결합된 기

제 부서, 발명가, 투자자, 군대 같은 헌신적인 규율과 제도의 보호를 받

계, 네트워크, 제도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불을 밝히고 집을 따

으며 추상적 에너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양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

뜻하게 하는 일을 중심에 두고 에너지 안보를 걱정한다는 정치인들

에 사로잡혀 있는 대문자 에너지는 가정의 난방과 냉방, 음식 조리, 전

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들면서, 대문자 에너지는 소문자 에너지들처

기 조명 같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골칫거리로 여긴다. 불평등하면서

럼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바탕

공통의 최저 생활권도 존중되지 않는 세계를 예고하는 셈이다.

에 깔린 논리는 다르다. 대문자 에너지는 특정한 에너지를 물건을 만

농업 연료가 이런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 통합된 에너지 체계

드는 인간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일반적 능력으로 전환해서 적

에서 석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농업 연료 때문에 먹거리 농업이 자동

합하게 만든다. 열역학 제1법칙이 이해한 내용에 따르면(이 이론도 산

차와 비행기의 연료용 작물 재배 산업으로 대체되는 일이 정기적으로

업 자본주의하고 함께 발전했는데), 어떤 형태의 에너지도 다른 형태

벌어지게 된다.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석탄, 석유, 수력, 재생 가능

로 전환될 수 있고 작동될 수 있다(그러나 새로 창출되거나 소멸하지

에너지)에 1000억 달러를 책정한 인도의 개발 계획은 기업 이윤을 늘

는 않는다). 햇빛의 변화와 전통적 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시

리는 데는 충실하지만, 7억 명이 쓰는 가정용 에너지에 현대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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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BP의 어마어마한 멕시코 만 기름 유출******에 이르기까지 물, 공기, 토양, 생

대문자 에너지 대 생존권
공유지 레짐은 인간의 공통된 생존권과 비인간 주체에 관한 존중을 소중히 여긴
다. 19세기 영국의 ‘공유지 시인’ 존 클레어John

명체를 파괴하는 기록이었다.
이렇게 비인간을 무시하는 태도는 다시 한 번 많은 인간 공동체들의 생존 기반

Clare*는 들과 숲과 개울의 인클로

저가 만든 사람들의 고통을 봤는데, 그런 인클로저는 비인간 세계의 일부가 자원

을 훼손하고 있었다. 에너지를 명분으로 화석연료의 공급을 보장하면서 공유지

으로 전환되고 비인간 세계가 버려지면서 비인간 세계를 악화시켰다. 오늘날 안

에 관련된 다양한 생계 방식이 위협받았다. 오늘날 대문자 에너지는 생존을 결정

데스에서 벌어지는 ‘좋은 삶buen

’ 운동, 물과 토지의 사유화와 광물 채굴에 맞

vi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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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특한 기운을 풍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특히 전력
없이 살아가는 전세계 13억 명의 사람들에게 “보편적 에너지 접근은 새천년 개발

선 저항 운동은 자연권rights of nature를 지지하는 활동에 밀접히 연관된다.

역사적으로 (화석연료 시대의 발전에서 비롯된) 대문자 ‘E’로 시작하는 에너지

46

목표MDGs의 기초가 된다.”

개념의 발전은 인간과 비인간의 생존권에 모두 위협이 되고 있다. 지리학자인 매

그리고 공유지에 관한 새로운 투쟁이 석유를 포함한 현대 에너지의 형태를 둘

튜 후버는 이렇게 지적한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거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존

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생존권을 보

권 보장은 신흥 산업 자본가 계급의 필요에 어울리지 않게 됐다.” 증기 엔진들이

장한다는 깃발 아래 ‘모든 이에게 전기를’이라고 주장하며 전기를 탈상품화하려는

41

“풀어놓아달라고 아우성치고, 기계들이 인간의 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운동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난한 도시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은 기초 의약품 등

영국에서 1834년에 실시된 빈민구제법은 생존권을 없애버렸고, 임금과 노동 조

필수품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운동에 연결돼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생존권을 연결

건에 노동자가 미치는 힘을 제한하는 데 이바지하는 실업 예비군이 완비된 국가

시키는 운동은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적 임금 노동 시장을 만들었다.

최첨단’에 있다. 여기서 인클로저와 사유화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추상적 에너지가

Zizek

47

이 말한 ‘급진 정치의

화석연료는 또한 생활필수품의 국내 가격과 지구적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도

파괴적인 구실을 한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에너지

우면서, 생존을 보장하는 지역의 공정 가격을 과거의 것으로 돌려버렸다. 화석연

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력 댐, 석탄 광산과 발전소 건설로 쫓겨

료 시대에 크게 늘어난 생산량으로 이익을 보려면 원자재 시장뿐 아니라 거래 시

난 사람들, 에너지를 뺀 생활필수품에 접근하는 것도 배제된 사람들이 많다. 안보

장도 대규모로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투자와 수익 사이의 자본 회전 시간을 줄

가 생존에 관계된다면, 에너지 안보 논의는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이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했다. 운송 시간 또한 빨라져야 했고, 그 결과 화석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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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늘었다.

화석연료 집약적 운송망이 자리 잡으면서 훨씬 더 먼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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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클레어(1793~1864년)는 낭만주의 시인이자 ‘농부 시인’으로, 자연 묘사가 높이 평가된다. 특히 영국을
휩쓸던 인클로저에 반대하는 생태 담론을 다룬 시편을 여럿 발표해 운동에 적극 개입했다(김철수, <존 클레어
의 생태적 비전>, 《영미어문학》 제84호, 2007, 21~41쪽 참조 — 옮긴이.

이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43
1800년 전에는 가격 수렴price convergence**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제 상

** 단일 가격의 법칙(law of one price, LOP)에 따라 모든 장소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돼야 바람직하다는
경제학 개념이다 — 옮긴이.

품 시장이 등장하면서 지역 환경에 가격이 반응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1870년

*** 석탄층을 덮고 있는 산 정상을 폭발시켜 나온 잔해로 계곡을 채우는 방식 — 옮긴이.
**** 1967년에 토레이 캐년호가 영국 남부 해안에서 좌초됐다. 이 사고가 난 뒤로 국제 유류 오염을 둘러싼

과 1914년 사이에 미국 곡물 생산의 중심지인 아이오와 주의 밀 가격과 뉴욕 주

책임과 배상 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했다 — 옮긴이.

의 밀 가격 차이가 69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벌어질 정도로 철도가 하는 구실은

***** 1989년에 알래스카 해협에서 좌초했다 — 옮긴이.
****** 2010년에 석유 시출 시설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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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1840년대에 5주 걸리던 대서양 횡단이 1913년에는 12일로 줄었고, 오늘
45

날 석유로 움직이는 컨테이너선은 이동 시간을 더 줄였다.

2007년의 국제 교

역량이 1950년보다 8배 늘었지만, 교역 흐름은 30배나 늘어났다.
인간의 생존권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상품 관계가 확대되면서 약해지자, 비
인간에 관한 존중도 약해졌다. 화석연료 개발의 역사는 에콰도르의 아마존 강과
니제르 삼각주의 유정 오염에서 애팔래치아 탄전에서 벌어진 산 정상 제거,***
토레이 캐년호****와 엑손 발데스호*****의 기름 탱크 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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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그 비용의 2퍼센트도 지출하지 않는 현실도 이
런 문제를 확실히 보여준다. 제련 공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
를 공급하지만 대부분의 도시 주민은 비싼 요금을 낼 수 없어 불법으

43

로 전기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게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기화가 진행된 한 세기 이상 동안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나 다른 비생물 형태의 에
너지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화석 식품
오늘날 국제 식량 시스템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쓰이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195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촉발된 녹색 혁명으로 밀, 쌀, 옥수수 같은 작물의 수
확량이 늘었는데, 석유에서 뽑아내는 농약, 천연가스로 만들어내는 질소 비료, 석
유를 이용해 채굴, 제조, 운송되는 인산과 칼륨 비료에 기댄 결과다. 관개 펌프는
전기로 돌아간다. 종자 파종, 농약 살포, 곡식 수확용 농장 기계는 휘발유와 경

경험해보지도 못했다.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우리가 대문자 에너지로 말하려 한 것이라
고 정의하면, 에너지라는 단어를 무비판적으로 쓰는 일은 희소성에
관한 어떤 가정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다른 대안을 배제한 채 토론
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짓이 된다. 역설적이게도
에너지 안보에 관해 진지하게 토론하려면 대문자 에너지의 현대적 개
념 자체에서 물러나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탈화석연

유를 태운다.
밀은 쌀과 옥수수하고 함께 전세계 농업 생산물의 3의 2를 차지한다. 수확된
밀은 밀을 생산하는 데 쓰인 에너지의 거의 4배가량의 에너지를 담고 있지만, 온
49

실에서 키우는 토마토는 토마토에 든 에너지의 50배까지 소비한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식품을 저장, 가공, 운송하는 데 쓰인다. 특히 곡물을 비롯
한 다른 농산물,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세계 어느 곳에서 생산돼 다른 곳에서 팔
려 나간다. 식품이 농장, 항구, 가공 공장에서 물류 창고, 슈퍼마켓, 동네 가게로
운반될 때 도로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없는 도시 외곽의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사게 되면 자동차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식품이 생산된 때부터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뜻하는 ‘푸드
마일food

료 세계에서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같은, 겉보기
에 순수한 물음은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 없다.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하든 인간과 비인간의 생존권에 모
두 위협이 되는 (그리고 안보 자체에 위협이 되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에 기초해 세워진 모델은 지속돼야 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더
생산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대문자 에너지의 현대적 개념으로 (부분
적으로) 정의된 세계가 우리가 바라는 세계인가?” 에너지 안보를 둘

관한 인식을 높였다. 여기서 식품 이동 거리가 중요하다. 바나나를 사러 스포츠
실용차SUV를 타고 3킬로미터 가는 데 드는 연료가 그 바나나를 열대 지방에서
50

해상으로 수천 킬로미터 운송하는 데 쓰이는 연료보다 더 많다는 평가도 있다.

식품 냉장이 그렇듯 장거리 운송과 식품 가공에는 포장이 꼭 필요한데, 그 포장
에 어마어마한 화석연료가 들어간다. 씻고 음식을 만들 때도 열이 필요하다.
지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식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역
설적이게도 더 많은 식품이 버려진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의 3분
의 1이 소비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식
량 손실이 대부분 수확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소매 판매, 음식 준비, 조리와 섭취 등 식량 공급 사슬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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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러싼 토론을 시작할 때 정책 결정자들과 사회운동은 이런 질문을 던
져야 한다.

’이라는 개념은 지구화된 산업적 농업 시스템이 지닌 낭비적 속성에

mile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매일 공급되는 식량의 절반이 버려진다. 슈퍼마켓이

자동차를 몰고 가기 조금 먼 거리에 있거나 가격 할인을 내걸고 유혹하면, 개인
들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들인다.
지구화된 농산업 식품 시스템에서 산업화된 국가의 소비 식품에 투입되는 에너
52

지는 대부분 식량 가공(통조림, 냉동, 건조), 포장, 저장, 운송, 진열에 쓰이는데,

그 양은 식품 유통과 소비 단계 이전인 식품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훨씬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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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넘는다. 옥수수 캔 하나에 들어 있는 1킬로칼로리의 식량 에너지를 재배, 가공,
포장, 수송, 진열하는 데 거의 9킬로칼로리의 화석연료 에너지가 필요하다. 2002
년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킬로칼로리의 식량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평균 3킬로칼로리의 화석 에너지가 쓰인다. 곡물을 먹인 가축에서 고기를 얻는
데는 더 많은 화석 에너지가 들어가며, 가공과 수송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53

더 높아진다.

2장

2011년 11월, FAO는 “제조, 생산, 가공, 운송, 판매, 소비의 전 과정을 포함한
식량 분야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거의 30퍼센트를 차지하며, 전체 온실가
54
스* 배출량의 20퍼센트 이상을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농업에서 평균 에너지

흐름은 지난 60년 동안 50배나 증가했다. 우리는 사실상 화석연료를 먹고 있는
55

셈이다.

* 온실가스는 대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하는데, 각각 지구
온난화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는 논쟁 중이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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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낳은
세계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담론은 ……
인클로저 운동의 궁극적 실현을 암시한다.
1

— 로버트 마젝

시간에 쫓기고, 슬로건에 얽매이고, 질문에 답이 준비돼 있어야만 하
는 정책 분석가와 정치인들에게 얼핏 보면 일정한 틀로 정리된 에너
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은 지루한 배꼽 명상navel-gaze●에 초대하는
짓인지도 모른다. 많은 사회가, 또 꽤 많은 사람들이 활활 타는 숯불
과 밭에서 쟁기를 끄는 소를 똑같은 에너지 소비로 보지 않는다고 해
서 문제가 될까? 건강과 숲을 희생시키며 전통적인 바이오매스를 써
서 음식을 하는 27억 명이 놓인 상황, 전기를 쓰지 못하고 ‘생산적 시
민’2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13억의 인구, 중국과 인도와 브라질의 중산
층에게 필요한 소비재를 차지하려는 전세계의 다툼 때문에 심해지는
에너지 자원 경쟁,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북반구) 소비자들의 걱
정을 가라앉힐 필요성, 무엇보다도 자원 부족으로 경제 성장이 이어
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
화석연료 자본주의가 새로운 에너지 개념의 진화하고 어떻게 또
는 왜 관련이 있는지 누가 신경 쓸까? 이 가스관을 묻어야 하는지, 그
핵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지, 저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 투자를 받아

● 자기 배꼽을 응시하며 수행하는 명상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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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 같은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권이냐 가스 개발이냐,

동원한다. 또한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탓에 끝없는 경제 성장에 한계

일자리 유지냐 오염 허가냐, 핵폐기물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가 있다는 생각을 무시한다. 그 결과 에너지(그리고 식량, 물, 토지, 생

미래 세대를 몰아넣느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등등, 미래 에

활필수품)의 새로운 인클로저 물결이 일어나며, 또한 새로운 희소성

너지 안보의 현실 정치에 좌우되는 불쾌한 거래들을 어떻게 성사시킬

을 낳는다. 결국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일은 더 힘들어진다.

지가 긴급한 과제다.
그런 현실 정치의 실용주의가 당연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용적
이지 않게 된다. 요즘 세상에서 에너지는 수송관, 발전소, 송전선, 석
유 계약을 넘어 많은 것을 뜻한다. 에너지는 기업, 정부, 투자자, 인권

인클로저
16세기 영국의 공유 목초지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가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클로저의 사례가 되면서 인클로저는 자주 수용收用의 동의어로 취급된다. 그러
나 인클로저는 토지와 울타리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며, 사유화나 정부 정책에

활동가, 환경 운동가, 군대, 과학자, 언론, 노동조합, 소비자를 모두 똑
같이 하나로 짜 맞춰 ‘대문자 에너지가 낳은 세계’를 재생산하는 권력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유지하려는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들이 얽
힌 시스템이다. 대문자 에너지 또는 추상적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결

따른 수용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
인클로저는 급진 사상가 이반 일리치Ivan

*가 ‘새로운 생태적 질서’라고 부르

Illich

3

면서 새로운 의미로 이해됐다. 인클로저는 시장이나 국가의 관리 밖에 있는 생
계의 원천이던 환경을 국가나 지구적 생산을 위한 경제적 자원으로 전환하고, 누
가 환경을 관리하는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새롭게 정의한다. 노동
력을 팔고 시간 보는 법을 배우고 생산과 소비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는 새로운

정도 이런 권력 네트워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문자로 시작

사회에 맞게 사람들도 인클로저 된다.

하는 에너지는 그 결정의 틀을 짜고, 비판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

효율성 같은 긴박한 필요를 반영하는 규칙에 따르게 하면서 시장의 요구를 최우

인클로저는 생산과 교환이 소비와 공급, 경쟁과 생산물 극대화, 축적과 경제적

이 해결책들을 구성한다.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세우고 어떤 연료를

선하는 사회로 사회를 재구성한다. 또한 인클로저는 공동체를 재정의한다. 인클

선택할지 같은, 대문자 에너지가 이야기하는 일상의 거품들에만 대응

결정한다. 의사 결정이 진행되는 토론장의 성격을 바꿀 뿐 아니라 그 토론장에서

하는 방식은 대문자 에너지가 일으키는 여러 문제를 더 악화하고 재
생산하는 시스템의 동학에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런 실용주의는 에너지 안보 의제를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에너

로저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고, 누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이끌지도
누구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지도 다시 설정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클로저는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권력 네트워크의 변화다. 지역 사회 문제에 관
한 지역 주민의 통제력을 줄인다. 그리고 생존이 반드시 ‘개인의 고립된 권리가
4

아니라 공동 행위의 최고 원칙’ 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 조직을 뒤
흔들고 파괴한다.

지 결핍이나 불안정에 연결시키기는 하지만 크게 왜곡한다. 모든 사
람들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보장하지
는 않으면서 자본 축적의 새로운 원천을 창출하는 데는 모든 수단을

50

● 수송관을 거쳐 거래되는 천연가스는 피엔지(PNG)라 하고, 액체로 만들어 부피를 줄인 액화 천연가스는 엘엔지
(LNG)선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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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창출

*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이반 일리치(1926~2002)는 교육, 문화, 기술 등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 의문을 제기하
고 급진적이고 생태적인 성찰을 보여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대에 일리치가 쓴 몇몇 책이 소개됐는
데, 요즘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대표작으로 《학교 없는 사회》(심성보 옮김, 미토, 2004), 《행복은 자전거를 타
고 온다》(박홍규 옮김, 미토, 2004), 《성장을 멈춰라!》(이한 옮김, 미토, 2004), 《절제의 사회》(박홍규 옮김, 생
각의나무, 2010) 등이 있다 — 옮긴이.

결핍이 인간의 조건에 속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특정 에너지원의 수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또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묻는 곤란한 질문은 편리하게 뒷전으로 밀려난다.

결핍과 풍요의 정치

설명이 필요한 대상이 설명의 주체가 되는 셈이다. 곧 결핍의 원인과
결과가 뒤틀리게 된다. 수요의 증가는 누그러뜨릴 수 없는, 아니 누그

정반대 상황이 될 수 있다.

러뜨려서는 안 되는 원동력이자, 인구 증가와 사람들의 천부적인 욕

결핍이라는 비상사태가 전부가 된다.

망과 욕구와 필요에서 비롯된 기능적 결과로 단순하게 가정되거나 이

5

— 프레드 룩스

해된다.
석유 기반의 에너지와 그 생산물을 찾는 수요는 비석유 기반의 생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결핍이 주는 두려움과 (공급이 수요를 능

활과 생산 방식을 훼손해가며 한 세기 동안 석유의 수요를 의도적으

가하는) 풍요를 향한 약속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두 축을 형성하고,

로 창출해온 정책의 결과다.7 이를테면 보조금, 토지 합병, 세금 등에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주된 논의 틀을 구성한다. 에너지의 필요, 욕구,

떠밀리거나 많은 경우 폭력에 시달린 북반구와 남반구의 농부들은 땅

욕망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수단은 제한된다는 현

의 비옥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윤작 같은 기술에 기대는 유기농을 포기

실을 결핍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6 그리고 풍요는 어떤

하고 석유와 가스에 기반을 둔 화학 농법을 채택하라는 압력을 받았

결핍이 발생하든 간에 시장, 기술 혁신, 대체 과정 등이 그 결핍을 해

다. 한국 정부는 여러 세기 동안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직접 개

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런 논

발한 다양한 쌀 품종을 다 뽑아버리고 화학 집약적인 근대적 품종을

리의 틀은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이 분석되고 해결되는

재배하라고 농민들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근대화를 거부한 농민들은

방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현재 에너지 안보 정책이 지향하

자주 땅을 빼앗겼다.8

는 목표와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된다.

오늘날에는 전기를 비롯한 시장 기반 에너지들의 수요를 창출하
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의 숲을 없애고, 우리의 지구를 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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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9는 세계보건기구의 말 같은 거짓된 근거를 바탕으로 돈 안 내고
땔감을 모으는 사람들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수송 분야에서는
교외화, 고속도로 건설, (자동차 소유를 욕망의 목표로 삼는) 광고,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에 호의적인 정책을 실시해 자가용을 찾는 수요
를 주도면밀하게 키워왔다.10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여러 도시의
전차 시스템은 파이어스톤 타이어Firestone Tire와 러버 컴퍼니Rubber Company,
필립스 페트롤륨사Phillips
General Motors

., 마크 트럭Mack

Petroleum Co

, 제너럴 모터스

Truck

같은 제조 업체들이 만든 컨소시엄이 사들인 뒤에 계획적
11

으로 운행이 정지되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됐다. 이런 과정에서

비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차지하던 아시아 지역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소비가 늘고 있는데, 일 인당 땔감 사
용량이 평균보다 높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
직 땔감이 에너지원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산림 벌채가 종종 땔감을 모으느라 벌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땔감은 숲이
아니라 잡초 덤불, 관목 휴경지, 농장, 공유지처럼 쉽게 복원되는 곳에서 자라는
목본 식물에서 얻는다. 또한 죽은 나무를 모으거나 나무를 베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 모으기도 한다. 나무를 쓰러뜨려 땔감을 얻기도 하지만 대개 농토를 얻으려
개간하는 경우다. 결과적으로 땔감 때문에 숲이 훼손되는 일은 흔히 추정하고 주
장하는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다. 농부들은 연료용으로 나무를 심지는 않으며, 나
무는 보호물, 과일, 가축 먹이, 건축 목재, 판매용 작물을 제공한다. 연료는 이미
존재하는 나무, 농업 폐기물, 다른 목적으로 심은 나무의 부산물에 기댄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나무를 비롯해 나무에 관련된 바이
오매스가 땔감 수요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타난 대중교통 부족 현상은 미국의 많은 도시민들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런데도 아프리카의 토지 사유화는 다양한 형태의 땔감이나 다른 바이오매스
생산물에 관한 권리 문제를 어지럽히고 있다. 사람들의 생존은 노동, 토지, 돈과
이것들을 대신할 공유 자원에 접근할 역량에 달려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땔감
부족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터뷰한 여성들은 대개 땔감과 조리의 비효율
성보다 식량과 돈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케냐나 에티오피아의 몇몇 도시화된

땔감 모으는 사람들

곳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많은 농촌 주민은 개량 난로를 쓰지 않는다. 시간을 아

땔감 사용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된다. 여성과

낄 수 있고 연료 효율은 높지만, 난로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땔감을 모으러 다니느라 돈을 벌거나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폐쇄

인도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땔감이나 다른 바이오매스를 난로에 쓰면

된 곳에서 땔감을 태우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땔감만 가지고는 기계

서 배출되는 유독 물질 때문에 생기는 호흡기 질환을 줄이는 게 물 공급이나 위

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는 발전할 기회를 제한받는다. 땔감을 구하

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

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

타났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땅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를 모아 팔기도 한

은 “이런 영향의 많은 부분이 자주 얘기되는 것보다 확실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다. 인도에서는 땔감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는 일이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12

않다는 주장과 증거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용 원천이다. 이런 거래는 계절에 따른 수입의 차이를 줄여주거나 최후의 생계

나무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지만, 많은 국가에서, 특히 농촌 지역의 가정에서 조

수단으로서 곤궁한 시기에 안전망 구실을 한다. 소규모 땔감 판매는 여성들이 주

리와 난방을 할 때 많이 쓰인다.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로 하는데, 거래 규모가 커지거나 도시 시장으로 가야 할 때는 운송을 더 잘할

다. 난롯불로 쓸 수도 있고, 나무를 모으고 준비하는 데 드는 노동을 빼면 큰 비

수 있는 남자들이 맡기도 한다.

용이 들지도 않는다. 땔감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일은 대부분 화폐 경제의 영역

머지않아 아프리카나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바이오매스가 아닌 연

밖에서 진행된다. 땔감의 수집과 사용이 매우 지역적인 특징을 띠기 때문에 국가

료를 쓰게 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 나무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가정용 연료로

와 지역 단위에서 땔감 공급과 수요의 총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계 땔감 소

남을 것이다.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가정에서 직접 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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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서 돈을 벌든, 여전히 땔감에 기대는 사람들이 땔감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13

입과 소비는 어느 때보다 많겠지만 일 인당 에너지 소비는 미국이나
캐나다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여전히 거의 2배 정도 되고, 중국보다 10

…… 산림 정책이 에너지 정책하고 결합될 필요가 있다.”

배 정도 높으며, 인도보다 20배 정도 높다. 그리고 사하라 주변 아프
리카의 최빈국에 견주면 약 50배나 높다.1 8
얼굴 없는 수요

이런 수치 또한 그 나라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는 밝혀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중공업은 전체 에너지의 70

욕망의 거침없는 익명적 확장에서 비롯된, 충족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퍼센트를 넘게 소비하는 반면,19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체 에너지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수요의 틀을 만드는 일은 또한 에너지 수

70퍼센트 이상이 산업, 광업, 농업, 상업에서 소비되며 16퍼센트만 가

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는지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

정에서 사용된다.2 0 더욱이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많은 부분 자

를테면 에너지 안보 담론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리의 하나가 남반

기 나라 소비자가 쓰는 제품이 아니라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수출하

구의 인구 증가가 에너지 희소성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14 일

는 소비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2 1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집약

반적으로 국가 목록의 위쪽에 있는 중국과 인도는 지난 25년 동안 세

형 제조업이 중국(그리고 인도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으로 외주

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예측된다.1 5

화되면서 벌어진 직접적 결과다.2 2 실제로 미국과 유럽이 자기 나라

임박한 미래의 에너지 희소성은 소비자의 ‘욕망’을 끝없이 창조하

의 풍요를 증진시키며 소비하는 만큼 중국으로 수입되는 석유의 양

고 그 욕망을 ‘필요’로 변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

도 많아진다. 중국 정부는 중국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인 기반에 따라 만들어지는 동학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태생적으로

를 모두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지, 그중 일부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

갖고 있는 미래를 향한 열망에서 탄생한 문제로 나타난다. 앞으로 20

품을 소비하는 서구 국가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

년 안에 전세계의 에너지 필요량은 지금보다 50퍼센트나 더 많아지는

했다.● 2 3

데, 이런 수요 증가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4퍼센트이며
이 중 45퍼센트는 중국과 인도의 몫이라고 한다.1 6 그러나 남반구의
수요 증가폭이 더 크더라도 실제 남반구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는 북
17

반구에 견줘 여전히 한참 뒤떨어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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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 수

● 남반구의 채굴과 상품 제조로 ‘수입된’ 배출량의 증가는 북반구 국가들이 교토 의정서로 약속한 (무의미한) 배출
감축 목표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를테면 영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1퍼센트를 감축했다고 주장하지
만 ‘해외’ 배출을 포함하면 6퍼센트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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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정치

큰 전문가 의존형 기술”을 지향하는 개발 방식에 기대어 기술 관료적
접근을 하는 정부 부처와 국제 금융 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희소성을 해석하는 주된 흐름은 또한 사회 취약 계층이 에너지를 이

작은 프로젝트를 여럿 하는 것보다 거대한 댐을 하나 건설하는

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

데 국가 차관을 제공하는 게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세계

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

은행 같은 국제 개발 기구의 관료주의적 필요 탓에 문제가 더 심각해

람들에게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면 수익이 나지 않고, 부정 축재와

진다.2 5 반대 사례도 있다. 네팔에 제안된 가장 큰 댐 중 하나인 아룬3

세력 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료주의 탓에 집행하기가

댐 건설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1990년 다당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어렵기 때문이다. 네팔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히말라야에서

과정에 결합되면서 에너지 분야가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개방되자, 많

6000개 정도의 강이 흘러 내려오는 네팔은 수력 발전의 잠재력을 가

은 마을이 자기 마을에 알맞은 소규모 수력 시스템을 도입했다. 몇몇

장 많이 가진 나라 중 하나다.2 4 그러나 이제까지 네팔의 수력 발전

시스템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몇몇은 사적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개발 방식은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런데 이런 방식

아룬3 댐 프로젝트에 견줘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절반에 가깝게 줄고

은 단기간에는 과잉 설비를 불러오고, 그 뒤에는 전력 생산자가 전력

생산 전력은 거의 3분의 1이 넘었다.

소비를 자극해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대규모 댐이 건
설될 때까지 몇 년간은 전력이 부족해져 부분 정전이 나타나게 된다.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 같은 슬로건 아래 개선된 몇몇 제도들 덕
분에 전력망 접근성에서도 중요한 재분배 성과가 나타났다. 집단적으

다른 수력 기술을 모색하지 않고 대규모 댐을 선택한 결정은 모든

로 운영하는 지역의 전기 사용자 그룹(연합체, 위원회, 협동조합 등)

사람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

이 종종 성장하고 있다. 지난날에는 전력 회사가 공식적으로 맡은 일

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합리적 평가의 결과가 아니었다. 네팔 정부의

이었지만, 이제는 법이 요구하는 형태만 갖추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

수자원부 장관을 지낸 디팍 가왈리Dipak Gyawali와 네팔 물보존재단 아자

는 시골에 전력망을 연결하는 배전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야 딕싯Ajaya Dixit이 하이드로크라시hydrocracy●라고 부른, 정부를 장악하고

는 더 많은 전기를 달라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력을 공평하게 분배

있는 탄탄한 권력이 대규모 댐을 선택했다. 하이드로크라시는 대규모
댐 산업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관료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내
부 전문가가 주도해 시행되는 대규모 전력 개발 프로젝트처럼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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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관료 지배를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라고 하듯, 수력 관료 지배를 하이드로크라시라고 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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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정당한 요구가 깔려 있다. 전력망이 있다면 전기는 도시뿐 아

실을 나타냄)라는 개념은 경제 성장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없다는 뜻

니라 시골에도 공급돼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2 6 실제로 네팔의 에너

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성장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지 희소성은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킬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들여지는데, 무한정한 (그렇게 가정된)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 수단,

결과가 아니었고, 배제의 정치 때문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었

나아가 모든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가정된) 혁신을 제공하

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외됐을 뿐 아니라

기 때문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둘러싼 의사 결정 권력에서도 배제됐다.

그러나 기후학자들은 대기, 해양, 식생, 토양, 담수, 지표에서 돌아
가는 탄소 순환 시스템에 따라 빠르게 흡수되는 탄소보다 여전히 땅
속에 매장된 화석연료에 남아 있는 탄소가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해왔
다. 그런 설명에 따르면 오늘날 6000억~1조 톤 정도의 탄소를 머금

성장의 한계는 없다

고 있는 살아 있는 지구의 식생은 지구의 표층 아래에서 수백만 년 동
……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크

안 만들어진 화석연료 매장지에 지금 쌓여 있는 4조 톤이 넘는 탄소

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계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를 흡수할 능력이 없다.2 8 인간의 시간대에서는 표면으로 나온 탄소

다. 이것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이유다. 만약 배출에 한계가 있다면 성장에도 한계가

를 석탄, 석유, 가스의 형태로 안전하게 다시 땅속으로 보낼 수 없기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 우

때문에, 기후 변화에서 벗어나려면 되도록 빨리 화석연료 채굴을 멈추

리 세상의 정치적 토대는 결딴나고 만다. 이미 벌어지고 있

는 게 지상 과제다.

기는 하지만, 안팎으로 분배 갈등이 심하게 다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마틴 울프Martin

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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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축적이라고 부르는 게 더 알맞은) 이 대문자 풍요라는 틀
에서는 땅속에서 화석연료를 빼내는 흐름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쉽
게 동의하지 못한다. 그 대신 지구가 모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없어서 나타나게 되는 희소성을 극복할 기술적 해결책technical

이제

fixes

에너지 안보라는 틀에서 ‘풍요’를 관리하는 일은 ‘결핍’을 관리하는 일

안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시장이고, 탄소 포집 저장carbon

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다.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에서 지배적인 풍요

capture storage

(대문자 에너지처럼 대문자로 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현

Abundance

60

같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다 보

니 다양한 에너지 안보 정책들은 화석연료를 땅속에 그대로 놔둘 수

61

있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조직하는 긴급한 과제를 지향하는

에 미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Hilary

대신 셰일가스, 셰일오일, 타르샌드 같은 더 파괴적인 비전통적 자원

국 외교 정책 결정자들이 살펴야 할 국가 안보 문제가 됐다고 발표했

의 개발을 포함해 더 많은 자원 채굴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3 3 물 부족이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막는 최대

있다. 이를테면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성 제고에 관련된 조처하고 상

위협 중 하나가 되리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나아가 거대 풍

관없이 유럽연합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회원국들이 쓸 에너지 대부

력 단지나 태양광 단지를 만드는 인클로저를 겪게 되면 일반 사람들

분을 석탄, 석유, 가스에서 얻을 전망이다.2 9

은 땅에 접근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시장과 기술 혁신, 에너지 대체와 경제 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기
댄, 모든 희소성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은 재생 가

은 담수 부족이 이제 미

Clinton

다. 에너지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의미 있고 크게 환영받을 만한 성과
가 생기더라도, 곧 끊임없이 확대되는 경제에 압도될 것이다.

능 에너지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세계 경제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가
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태양 집광판, 풍력 터빈, 조력 설비를
써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려면 넓은 땅에다 많은 알루미늄, 크롬, 구
리, 아연, 망간, 니켈, 납 같은 금속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 대부
분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 늘어나는 공급을 맞추기가 “불가능하지
30

탄소 포집 저장
‘지질학적 격리geosequestration’라고도 불리는 탄소 포집 저장 또는 ‘탄소 포집 격리
’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

carbon capture sequestration

체로 만든 뒤 지질학적으로 알맞은 새로운 ‘폐기물 개척지’나 버려진 탄광 지하
에 저장한다는 발상이다.* 이 실험적인 해결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첫 상업
용 탄소 포집 저장 설비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전에는 가동되기 어려울 테고,

는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다.”

많은 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

마찬가지로 물도 중요한 제약 요소다. 이미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간다. 지금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퍼센트를 격리하려면 해마다 엄청난

가장 큰 물 소비처가 에너지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전체 취수

지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석유 기업과 가스 기업들이 지난 100년 넘게 기반

량의 절반이 발전소를 식히는 데 쓰인다. 핵 발전과 셰일오일과 셰일

거나 원유가 묻혀 있던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가스로 생산된 전력 같은 재생 불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을 포함해 대
31

체 연료가 개발될수록 물 사용량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에너

시설과 생산 능력을 쏟아부어 세계 곳곳에서 압축된 가스를 뽑아낸 공간에 맞먹

산업화된 국가에서 아직까지 이산화황이 완전히 포집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산
화탄소 포집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건 …… 지금처
럼 석탄의 채굴, 수송, 연소에 들어가는 대규모 기반 시설하고 같다고 보면 된다.
34

지부의 2006년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맞
추려면 미국의 물 소비 총량이 10~15퍼센트 늘어나야 하는데 초과분
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한다.3 2 당연한 말이지만 2010년 3월

62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하지만, 순서는 반대가 된다.”

이 기술이 효과를 내

려면, 석탄을 다 쓸 때까지 매일 50세제곱킬로미터의 부식성 액화 이산화탄소를
땅속의 ‘유독성 폐기물 저장소’로 넣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수천 년 동안 그 상태
로 보관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그리고 이 문제에 연관되는 미지의 문제들에 관해

63

지구의 기후를 놓고 도박을 해야 한다. 그 와중에도 25퍼센트가 넘는 더 많은
석탄이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고 이산화황과 수은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연소될 테고, 필요에 따라 생산된 에너지를 수송하는 데 드는 에너지
를 생산하는 데도 석탄이 쓰일 것이다.
탄소 포집 저장은 땅속에서 수백만 년 동안 화석연료가 형성된 과정과, 수백만

이 말한 “지속 불가능을 지속하는” 수단이 되는 한편 서구의 소

Bluhdorn

비자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성의 정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해지려고
무능력과 기껍지 않음을 관리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 옮긴
다.”3 7 에너지 안보는 이 과정을 촉진한다. 소비자 자본주의와 생태적

톤의 유독 액체를 지구 표층의 구멍 난 저장소에 집어넣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실험을 혼동한다. 기초 과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 격리에 관해 어
떤 확신을 가지려면, ‘국제적으로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강력한 정부 간 감시 시
35

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거의 언제나 감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찾아내기는

지속 가능성이 양립 가능하고 서로 의존한다는 믿음이 헤게모니를 갖
게 된다. 기술 혁신, 시장 기구, 경영 기법 등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
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의 경험에 따르면

무척 어려운 일이다.
농업 연료가 석유 의존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탄소 포집 저장도 석탄
에 계속 의존하게 해서 지구 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화석연료에서 벗어

오히려 반대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강박적이다.

나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지역 사회에서 직접 경험하는 화석연료
산업 확장, 석탄과 석유 수송, 석탄 채굴, 유독 폐기물 투기 같은 문제에 맞서 싸
우는 환경정의 운동에는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해결책을 포기하는 일이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에너지 기업들은 새로운 액화 이산화탄소 투기에 맞서 일어날 것

이런 전략들의 능력을 내세우는 주장은 무한한 경제 성장과 부

으로 예상되는 저항을 관리할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석탄 의존형 기반 시설 때

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원리가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

문에 손해를 보는 지역 사회는 이미 탄소 포집 저장의 무용성을 명확히 알고 있

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파괴적이라는 점을 부정하며, 세

다. 미국의 ‘석탄·강·산 감시Coal

’라는 단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River Mountain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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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장래성 없는 기술에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가지 예만 들면 서구적 필요는 동물의 단백질, 항공 여행, 전기

-

에너지가 생태적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병적으로 인

탄소 포집은 화석연료가 연소한 뒤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과 연소 전에 제거하는 기술로 구분되기
도 한다. 또한 포집된 탄소는 이론적으로 폐유전이나 해양 지층으로 수송해 저장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필
요한 제품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 옮긴이.

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 가능한 방법들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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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로 사회학적 관심을 더 많이 받을 만한 신드롬이다.

지속 불가능의 지속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암묵적으로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수단과
대문자 풍요로 규정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필요고 누구의 필요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틀 안에서 추구되는 에너지 효율은 에너

지, 그리고 욕구와 수요는 충족될 수 없는지에 관해 논쟁할 수 없게

지를 덜 쓰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사회를 만드는 다리 구실을 하

된다. 실제로 무제한의 욕망을 자연스런 것으로 만들어, 신고전주의

는 게 아니라, 정치사회학자 이안 왈시Ian

적 경제 원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공유지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64

와 잉골퍼 블루돈Ingolfur

Wa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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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인 많은 공동체, 사용자 단체, 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사회 조
직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런 집단에서 겪는 결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안보 계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43

핍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 희소성이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 아니다. 이를테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결핍은 작물 재배에 실패
하거나(여러 품종을 길러 대규모 결핍이라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는
39

하지만 ) 발전기가 고장 나면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공유

다.

그러나 공정과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개인이나 가정 또는 산업이 사

용하는 에너지 양을 (적어도 처음에는) 줄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가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특히 가격이 그대로 있거나 낮아진다면 더 그렇다. 실
44

제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역설은 석탄 증기 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지면서 더 많은 용도로 더
많은 증기 엔진을 돌리게 돼 더 많은 석탄을 쓴 사실을 관찰한 영국 경제학자
스탠리 제본스Stanley

지 레짐이 충족시키는 필요는 무한히 확장되지 않으며, 그 필요를 충
족시키는 수단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
로 자기의 생존 능력을 얻지 않는 (사회적 실천을 거쳐 끊임없이 지속
돼야 하는) 정치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의 생존은 사회적 관
계가 형성되는 주요 원칙이다. 필요는 유효 수요를 위한 경제의 요구

가 처음 밝혔다. 1865년, 제본스는 석탄을 캐고 태우는

Jevons

과정에서 효율이 좋아져 석탄 가격이 낮아지면 전체 석탄 소비가 더 늘게 된다
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적인 연료 사용이 소비 감소에 상응한다는 가정은 완전
45

히 혼동을 일으키는 발상이다. 정반대 주장이 사실이다.”
영국 경제학자 렌 브룩스Len

1970년대에 또 다른

도 (석유 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명확한 반응으

Brookes

로) 더 적은 석유를 써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더라도 새로운 석유 가격에
맞춰 생산하게 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보다 석유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비슷한 주장을 폈다.
몇몇 사례가 이런 역설을 설명해준다. 이를테면 2005년 미국의 자동차는 1960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특정한 공유지 레
짐의 호혜성 원리를 더 반영한다. 축적이 만들어내는 성장과 결핍 사
이의 경쟁이 없다면, ‘충분함’이라는 감각이 생길 수 있다.4 0 이를테면
(소문자) 풍요나 충분함을 삶의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는 볼리비아의
안데스 지역 원주민 공동체들의 삶에 누군가 폭리를 취할 때 결핍이
나타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모습은 결코 놀랍지 않다.4 1

년에 견줘 킬로미터당 연료를 평균 약 40퍼센트 더 적게 소비했다. 그러나 자동
차 소유가 크게 늘고(1970년에는 거의 인구 3명당 1대이던 자동차가 2005년에
는 2명당 1대가 됐다), 특히 대중교통은 줄고 도시 외곽의 쇼핑몰과 교외 주택
이 확산되면서 평균 운전 거리가 늘어나 2005년 1명당 평균 자동차 연료 소비는
1960년에 견줘 30퍼센트나 늘었다. 그리고 냉장고, 전구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
이 높아졌는데도 1975년 대비 2008년 미국의 전력 소비는 두 배가 됐고, 이 기
간에 제조업이 아시아 국가로 외주화됐는데도 에너지 소비 전체는 35퍼센트 늘
었다. 20세기 동안 영국 거리의 가로등 효율은 20배 정도 좋아졌지만 조도가
46

25배나 높아져서 효율로 줄여 아낀 에너지를 상쇄해버리고도 남았다.

1980년

에서 2000년 사이 중국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인구 1명당
에너지 소비는 두 배 넘게 늘었다. 냉장 기술이 발달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더

자연이 만든 현실일 뿐 사회적 사건은 아니라고 여겨질 때,
결핍은 폭력과 전쟁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42

— 매튜 후버

먼 거리로 수송될 수 있게 됐고, 상점과 가정에서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음식이 버려지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영구적인 성장이라는 경제 논리 아래서는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
려는 시도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에너지 과잉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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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의 증가는 소비되는 단위당 에너지 비용을 낮춘 다음 에너지 소비의 증
가를 촉진한다. 에너지 전환 사례를 연구한 사회학자 브루스 포도브닉Bruce Podobnik
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 “에너지 소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일은 에너지 기술 하
47

나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환이 있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전체 에너지 효율은 기술 혁신과 관리 개선을 거쳐 분명히 개선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집중화된 대규모 프로젝트 기반의 발전 시스템과 에너
지를 멀리 보내는 송전 시스템 때문에 빚어지는 에너지 손실에 어떤 조치를 취하
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주로 중앙 집중화된 에너지 네트워크에 기대고 있는 영국
48

은 거의 10퍼센트에 가까운 전력 손실이 송배전 과정에서 생긴다.

고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묘사한다.
다른 국가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차지하면서 생겨날 결핍에 관
한 공포는 믿을 만한 공급자가 모자라 생겨날 또 다른 결핍에 관한
공포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가스를
공급하는 수송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공포는 2006년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Gazprom이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을 며칠 중단한

사하라 사

막이나 아프리카 중심부의 수력 발전 댐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송전되는 전기는
결코 에너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나 만약 에너지 절약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 ‘성장을 위한 성장’식 경제
에서 벗어나는 전환에 통합된다면, 소문자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것
이다.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사용될 곳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면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송전과 운송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탄탄한 기반 시설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렵, 그리고 그 여파로 유럽 중부와 서부로 공급되는 가스도 일시
적으로 차단된 뒤 유럽의 에너지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가격과 부채를 둘러싼 단기 분쟁은 빠르게 해결됐지만, 장기간 영향
을 미쳤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논의가
냉전의 언어와 태도로 되살아난 사실이다. ‘신정神政과 독재’가 특징
인 (또는 희화화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의 석유와 가스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식으로 공포가 나타나

새로운 인클로저

기도 했다(이 국가들의 ‘취약성’이 어떻게 석유 개발에 관련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말이다).4 9 그리고 서구에 비우호적인 나라로 여겨지

안데스의 원주민 마을, 유럽의 전환마을transition

,● 화석연료를 땅속

town

에 그대로 놔두려 싸우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에콰
도르, 인도네시아, 노르웨이의 많은 공동체들이 끊임없이 ‘충분함’이라

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같은 석유 부국의 행동을 주목하는 태도로 이
어졌다.
주류 에너지 안보 담론에서 결론은 뻔하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는 개념을 구현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주류 정책 결정
자들은 ‘대문자 결핍’과 ‘대문자 풍요’의 제로섬 게임에 갇혀 있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정책 결정자들은 한 나라의 이익이 다른 나라의
손해가 되는 대립 관계로 세상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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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네트워크(The Transition Network)는 기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관련된 지역 사회 중심의 대응을
지원한다(http://www.transitionnetwork.org). ‘전환마을 토트네스’로 유명한 전환마을이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데,
전환네트워크는 이 전환마을들의 국제 조직이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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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입 국가, 공급 루트를 다변화함으로써 정치적 불안 탓에 발생하

대한 방관자인 셈이다. …… 한때 세계를 호령한 유럽은 오늘날 군사적

는 결핍을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국가보다 먼저 에너지원

으로 축소됐다. 앞으로 벌어질 자원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 유럽

을 차지하거나 묶어놓고 다른 경쟁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게 하는 것

은 군사력을 키우고, 갈등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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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파트너십 협
정, 자유 무역 협정의 연장, 에너지 헌장의 준수●5 0 같은 소프트 파워
●●

말에 악의는 없지만 유럽과 유럽 군사주의를 잘못 묘사했다. 유럽

를 행사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몇몇 국

과 유럽 군사주의는 에너지 결핍에 관한 많은 주류적 대응 프레임을

가는 유럽연합이 필요한 에너지를 확실히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

지속시키는 제국의 모험주의를 오랜 역사 속에서 계승해왔다. 소프트

에 좀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체코에서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파워라는 해결책은 그 야망이나 영향이 제국주의적이거나 폭력적이었

바츨라프 바추스카Václav Bartuška 대사는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

다.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

soft power

과 투자자들이 남반구의 토지, 강, 하구, 숲이 직접 강탈하고 있다. 에
논쟁은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알려진 전세계의 석유와 가

너지를 획득하고 생산하고 판매할, 그리고 탄소 배출을 떠넘길 흡수

스 자원 중 95퍼센트 이상을 민족 국가들이 통제하고 있다. 이 국가들 대

원을 확보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이 말

부분은 유럽을 좋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우리를 선호하지도 않을

이다. 이 새로운 인클로저의 흐름은 지금의 결핍과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모든 국가들이 매우 사랑하는 착한 대국이자 다

뿐 아니라 또 다른 인클로저를 창조한다.

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국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그리고 특
히 석유와 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은 우리를 그저 협박하기 좋은
부자이면서 유약한 나라로 본다. …… 종종 자국 해안에서 아주 멀리 떨
어진 곳까지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해온 미국하고 다르게 대부분의 유럽
인들은 소프트 파워를 선호한다. 그러나 말은 유조선을 채우지도 수송관
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어떤 정부하고도 에너지 거래를 성사할 준비가 돼
있는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독재 정부를 피하라고 주장한다. 사실 우
리는 어려운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뿐이다. 에너지에 관한 한 유럽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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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헌장 조약(The Energy Charter Treaty)은 에너지만 취급하는 단 하나뿐인 다자간 조약이다. 13조는 수용
을 다루는데, 수용은 (1970년대의 국유화를 겨냥해) ‘소재국이 실행하는 투자 몰수’뿐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을 감소시
키는 어떤 규제나 세금 부과 같은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들’로 정의된다. 13조에 나오는 보
호 또는 안보의 효과는 수용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상관없이 ‘투자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된다.
●● 군사력과 경제 제재 등 물리적인 힘 또는 그 힘에 기대는 국가를 뜻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
념으로, 강제력보다는 협력 방식이나 문화, 교육, 정서를 매개로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을 활용하
는 국가를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국제정치학 학자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이론으로 만들었다(조지프 나이 지
음, 홍수원 옮김, 《소프트 파워》, 세종연구원, 2004)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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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고 위협하고 있었다.5 6
수요—공급 중심의 석유 시장 행위 모델은 ……
석유 시장의 권력 관계와 투기적 폭리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52

— 애너 잘리크

카스피 해 지역은 새로운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려는 또 다른 초
점의 대상이다. 바쿠Baku(아제르바이잔의 수도)-트빌리시Tbilisi(조지아
의 수도)-세이한Ceyhan(터키의 항구)를 잇는 비피의 BTC 송유관은 유
럽이 페르시아 만이나 이란 밖의 석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
려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계획이었다.5 7 바쿠에서 터

에너지 인클로저

키의 에르주룸Erzurum까지 가스관이 연결되면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선을 다각화하게 된다. 유럽연합

아프리카에서 서구 기업들은 오랫동안 석유와 가스 분야의 주요 개

집행위원회는 몇몇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

발자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오늘날 탐사 허가증을 가장 많이 갖고

니스탄의 (완공된다면 잠재적으로는 심지어 이라크와 이란의) 가스를

있는 기업은 영국 기반의 툴로우 오일Tullow Oil이다.5 3 서구 기업들이 가

3000킬로미터 길이의 가스관을 거쳐 수송하는, 야심차고 많은 비용이

진 석유 채굴권이 중국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기

드는 나부코Nabucc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스관은

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서구의 석유 투자는 중국의 10배를 능가한

러시아를 에돌아 터키의 허브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다.5 4 또한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지역 주민과 환경에 큰 피해를 가져

오스트리아에 이르게 돼 있다.5 8 이 가스관은 5개의 서로 다른 사법

다주는 가나 해안의 심해 유전과 콩고의 타르샌드 추출 쪽으로 방향

권이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24만 개의 필지와 토지를 지나가게 되는

을 틀었다.5 5 아프리카 대륙의 석유와 가스 사업 계획에는 나이지리아

데,5 9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6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프로젝트 관

의 삼각주에서 시작해 나이지리아를 거쳐 알제리 수출 터미널까지 가

련 수송과 재정 문제를 도우려고 가스 생산 국가와 가스관 경유 국가

스를 수송하는 4000킬로미터 길이의 새로운 사하라 횡단 수송관이

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 애쓰고 있다.6 0 그러나 수송관이 가

계획돼 있다. 이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은 1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동되더라도 나부코는 지금 유럽연합이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5퍼센트

데, 해마다 3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유럽에 공급된다고 한다.

밖에 공급하지 못한다.6 1 게다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수송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술적 어려움은 제쳐놓더라도, 이

이미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이 가스도

미 많은 게릴라 집단들이 나서서 수송관이 결코 제구실을 하지 못하

다시 유럽으로 보내진다), 이 수치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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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또한 흑해 해저를 가로지르는 가스관인 사우스 스트림South

일본, 북아프리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고 있는 이 프

Stream

을 계획 중인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 가즈프롬이 유럽에 가스를

로젝트에는 반사판과 태양 집열판을 청소하는 데 쓸 엄청난 산업 용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이 가스관은 (터키를 에돌아) 불가리아를 거친

수가 필요하다. 사하라 지역에서는 거대한 지하 대수층이 있어도 물

뒤 둘로 나뉘는데, 북쪽 노선은 오스트리아로 뻗고 남쪽 노선은 이탈

부족에 시달릴 테고, 따라서 데저텍 프로젝트는 현지 주민들이 물에

리아로 가게 된다. 나부코의 경쟁 프로젝트로 자주 비교되는 이 프로

접근할 권리를 막는 결과를 낳게 된다.6 5 또한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젝트는 가즈프롬과 이탈리아 석유 회사 에니ENI가 공동 투자해 진행

전력에 맞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보조금에 기대게 될 것이다.

된다.6 2 그러나 이 두 프로젝트는 정치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게 에너

모로코 같은 현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데저텍이 자국 국민에게 청

지 자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측면을 드

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더 긴급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여긴다.

러낸다.

늘어나는 수송용 액체 연료를 농업 연료에서 확보하려 하는 유럽
연합과 미국은 필요한 내용을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유럽연합은
66
2020년까지 10퍼센트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세웠다), 민

가스관은 …… 에너지원의 통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평

간 부문 투자자들도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바뀌는 (자트로
파, 팜오일, 사탕수수 같은) 농업 원료를 재배할 땅을 남반구 곳곳에

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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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 베이브, 인드라 외베를란

확보하느라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바이
오에탄올은 2011년 현재 8억 3000만 리터로, 브라질, 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서 들여온다. 바이오디젤 수입량은 23억 2000

집행위원회는 또한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프

만 리터로6 7 더 많은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아르헨티

로젝트에 필요한 토지에 접근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유

나(140만 톤)와 인도네시아(83만 톤)다.6 8 게다가 수입은 더 늘 전망

럽 대륙에 전력 수요의 15퍼센트를 공급하려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인데,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예상 농업 연료 원료의 30퍼센트를 수입해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지를 지어 연결하는 데저텍 프

야 유럽연합이 정한 ‘2020 목표’를 맞출 수 있다.6 9 원료는 주로 남반

로젝트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비용이 5730억 유로다. 독일 기업인 에

구에서 수입하게 될 전망이다. 코투누 협정Cotonou Agreement과 ‘무기 말고

온E.ON과 알더블유이RWE 6 4 같은 대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유럽, 미국,

모든 것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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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셔티브7 0를 거쳐 이미 많은 개발도상

But Arms(EBA)

75

국을 상대로 체결한 특혜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e schemes● 아래에서 해당
국가들은 무관세로 유럽연합에 에탄올을 수출할 수 있다.7 1

농업 연료는 ‘녹색’ 기술로 육성됐지만, 기후 변화를 비롯해 환경
에 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 오클랜드 연구소Oakland Institute의 보고

일국적 또는 국제적 석유 회사에서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이

서는 이렇게 추정한다. “열대우림과 원시림이 농업 연료 작물을 생산

르는 투자자와 투기 자본이 재빨리 기회를 잡았다.7 2 옥스팜Oxfam은

하는 농지로 바뀌면서, 화석연료가 농업 연료로 대체돼 줄어드는 이

최근에 낸 보고서에서 서유럽 크기에 맞먹는 2억 2700만 헥타르에 이

산화탄소의 배출량보다 17배에서 420배에 이르는 이산화탄소가 배출

르는 개발도상국의 농경지가 이미 다국적 기업에 팔리거나 임대됐으

될 것이다.7 9

며, 많은 곳에서 농업 연료를 키우려 한다고 추정한다. 지역 농부들은
스스로 먹거나 지역 시장에 내다 팔 식량을 키울 땅을 빼앗기고, 기
업은 토지를 취득해 종종 강제 추방, 지역 물 공급의 인클로저, 물리
73

적 충돌, 영양실조와 기아의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지금 사하

수송관과 가격 그리고 정치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그리고 드물게는 석유나 석탄)을 둘러
싼 많은 논의는 유럽의 러시아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구성된다. 국가 자원, 에너지
유형, 공급 루트를 다각화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에서 여러 제안이 등장

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는 농업 연료용으로 팜 나무와 유칼립투
74

스를 재배하는 땅이 500만 헥타르에 이른다.

그리고 요 몇 년 동안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 아닥스 바이오에너지Addax

는 유럽에 에

Bioenergy

탄올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시에
라리온에서 1만 4000헥타르를 임대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유럽개발금
융기관Europea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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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의 지원을 받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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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탈리아 거대 국영 석유 회사인 에니는 연간 25만 톤 의 바이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늘지 않았다. 굳이 변화를 찾자면 러시아 탄화수소를 수입하는 양이
80

줄어들었다는 정도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 쓰는 유럽연합 국가 수
는 늘었다.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는 ‘매우’ 많이 의존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는 ‘완전히’ 의존한다. 게다가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하는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는데, 구소련 국가들에 보조금이 반영된 할인 가격 대신 (더 높은)
시장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서독 시절인 1970년대부터
소련에서 가스를 수입했는데, 공급 중단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런 변화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몇몇은 석유와 가스
공급에 관련된 장기 양자 계약을 갱신하는 상업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찾았고,

오디젤을 생산하는 팜유 농장을 개발하려고 콩고공화국의 7만 헥타

러시아가 새로운 수송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도 환영했다. 몇몇은 경계하는 태

르를 획득했다. 3만 헥타르에 이르는 모잠비크의 프로카나ProCana 프로
젝트는 런던 기반의 기업인 중앙아프리카광산탐사Central

African Mining and

가 연간 1억 2000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으로

Exploration Company

진행됐다.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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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무역 협정은 WTO 체제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양허할 경우에 허용된다 — 옮긴이.
●●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고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
크다. 대체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 사들여 기업 경영에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 옮긴이.

77

도를 보였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이렇게 불붙은 논쟁에 부채질을 했다. 2005년,
독일과 러시아는 폴란드를 에돌아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국가를 거치지
않고 발트 해 밑바닥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을 2011년에
개통하기로 양자 협정을 맺었다. 반면 헝가리와 이탈리아는 러시아 가스 회사 가
즈프롬과 사우스 스트림 수송관 협상을 벌였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태의 프로젝트는 퇴거와 물리적 충돌을 불러왔는데, 지역 주민이 산림
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산림 경비원 때문에 산림을 이용
하지 못하게 됐다(흔히 탄소 배출권 획득의 전제 조건이었다).8 2 다른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들도 폭력과 빈곤을 양산했다. 우간다에서 조

가스 양과 공급 통로를 늘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결과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림 사업을 해 탄소 배출권을 얻으려 한 영국의 뉴포레스트컴퍼니New

나부코 가스관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들은 유럽연합 안에서 긴장을 높였다. 폴란드
는 2009년 리스본 조약의 문구를 빌려 각 회원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에너지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불
릴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폴란드의 에너지 믹스energy
에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폴란드

mix

는 전력의 95퍼센트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유럽연합 최대의 석탄 채굴 국가다.

가 무벤데Mubende와 키보가Kiboga 지역에서 2200명을 강제 이

Forests Company

주하게 했다고 마을 주민들은 전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
총을 든 병사들이 있었고, 보안 담당자들이 여덟 살배기 아이의 집에
불을 질러 아이가 불에 타 죽었다고 마을 주민들이 말했다.”8 3

그리고 유럽에서 셰일가스 잠재 매장량이 가장 커서 이미 많은 국제 석유 기업과
가스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몫 챙기기
탄소 인클로저

대문자 에너지 인클로저의 특징 중 하나는 토지, 물, 산림, 어장 등 생
토지가 탄소 흡수원과 탄소 배출권carbon

의 원천이 돼 잠재적으로

계 수단에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일반적

투기적 가치를 갖게 되면서, 탄소 시장의 출현은 토지 축적의 또 다른

으로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한다는 점

요소가 됐다. 이를테면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REDD와 산림 전

이다. 이를테면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C 송유관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용 방지 겸 산림 경영 활동REDD+● 방식의 ‘산림 벌채를 막는’ 배출권이

조지아를 지나 터키까지 이어진다. 송유관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많

credit

라는 단순한 생각이 이미 아프리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토지 수탈을 조장하고 있다. 페루 환경부는 페루의 아마존 지역 5400
만 헥타르에 REDD+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산
81

림 지역 절반 이상을 탄소 시장에 개방하게 된다.”

78

이미 REDD+ 형

● REDD는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산림
분야에서 펼치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REDD+는 산림 보호를 넘어 새로운 산림을 가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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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 사회가 적절한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도 모든 원유는 지

될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1970년대 이전에는 비피가 남

역에서 정제돼 사용되지 않고 송유관을 거쳐 수출된다. 비슷한 사례

반구에서 채굴한 석유는 비피의 유조선에 실어 영국에 있는 비피의 정

로 지금 나이지리아는 공식으로는 200만 배럴의 석유(비공식으로는

유소에 보낸 다음에 비피의 주유소에 채워 넣은 반면, 오늘날 기업들

400만 배럴)를 매일 해상 운송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최

은 그런 방식을 더는 따르지 않고 채굴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

대 석유 수출국이지만,8 4 나이지리아에서 운영되는 정유 공장이 매우

을 직접 제어한다. 게다가 석유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중상주의나 준

적어 자국에서 소비되는 석유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데저텍 프로

식민지주의 또는 양자 협정이 아니라 시시각각 바뀌는 세계 석유 시

젝트로 생산되는 전력을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용하려면 각국의

장이 결정한다. 활동가이자 작가인 그레그 뮤티트Greg

전력망을 확장하고 개선하고 국가 간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설사

지적한다. “서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유조선 선장은 북쪽으로 항해해

이런 전력망을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지금 보조금을

도 배가 유럽으로 향하는지 북아메리카로 향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

받으면서 전기를 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쌀 것이다.8 5 프랑

고, 선적한 원유가 거래되고 또 거래되면서 최종 목적지가 항해 중간

스국제관계연구소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의 마이테 조레기-노

에 여러 번 바뀐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만약 영국이 나이지리아에

댕Maïté Jauréguy-Naudin은 파리에서 이렇게 묻는다. “생산 비용보다 아주 낮

서 인도받지 못해도 모자란 양을 리비아산으로 채울 수 있다.”8 7

은 규제 가격으로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유럽 시장에서 얻을 수
익을 포기할 이유가 투자자들에게 있을까?”8 6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인클로저는 종종 ‘에너지 수탈energy grabs’이라

는 이렇게

Muttitt

따라서 세계 석유 시장은 ‘모든 생산자들은 자기 연료를 쏟아붓고
모든 소비자들은 길어 올리는 큰 욕조’에 비유됐다.8 8 미국 에너지경
제학자인 케네스 메드록Kenneth

은 캐나다의 타르샌드 석유에 관

Medlock

고 불린다. 그런데 ‘수탈’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에너지 인클로저

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욕조에 계속 공급하는 한 어디에서 채우기

란 손쉽게 돈벌이가 되는 곳에서 내다 팔려고 물건을 훔치는 단순한

시작할지는 상관없다. 석유는 계속 흐를 것이다.”8 9 유럽이나 미국 기

문제일까? 아니면 그 동기나 결과에 더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을까?

업들처럼 중국과 인도 기업들도 해외에서 채굴한 석유 전부를 자국으

적어도 (오늘날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시장에서

로 보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운송 비용

거래되는 에너지 자원에 관련해 보자면, 에너지 안보 정책이 해결하려

만 봐도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이다.9 0 같은 이유에서 미국은 베네수

는 희소성은 어떤 나라나 블록이 공급을 보장하는 지점이 아니라 다

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생산한 석유를 다시 수탈할 필요가 없다. 두

른 곳에 있다. 그 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개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거래

나라 사이에 비방이 난무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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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소비국이다.9 1

기업하고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9년에 비피는 이라크 정

대문자 에너지 기업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얻는 혜

부를 상대로 수익성 좋은 석유 계약9 2을 따내려고 중국석유공사CNPC

택을 되도록 많이 확보한 결과 더 높은 목표를 갖게 된다. 석유, 가스,

하고 합작 회사를 세웠고,9 3 프랑스의 거대 기업 토탈Total도 비슷하게

석탄, 심지어 햇빛을 약탈하는 일이 중요하고, 결정적으로는 그 약탈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나 말레이시아 석유 기업인 페트로나스Petronas

이 재정, 건설, 계약, 군사 분야의 지구적 활동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고 협력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는 동안 미국 기반의 사모 펀드인

전반적인 축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반면 바

이엠피 글로벌EMP

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투자했다.9 4 중국을

Global

로 이것이 주요 관심사인 탓에, 기업들은 더 많은 파이 조각을 차지하

상대로 한 경쟁을 두고 논란이 시끄럽기는 하지만, 서양 기업들 또한

려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이중 전략을 추구한다. 때로 기업들은 격

활발하게 사업의 일부를 중국 석유 기업들에 팔아넘기고 있다. 최근

렬하게 경쟁한다. 2003년에 카자흐스탄의 카샤간Kashagan 유전 사업(중

사례를 보면 스페인 기업 렙솔Repsol은 브라질 자회사의 지분 40퍼센트

동 바깥 지역의 유전 중 가장 큰 유전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2000년에

를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에 처분했고, 캐나다 오일샌드 기업 신크루

야 발견됐다)에 참여하는 독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의 석유

드Syncrude는 지분 9.03퍼센트를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에 팔았으며, 쉘

기업 컨소시엄은 중국 기업인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와 중국해

Shell

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CNOOC

가 프로젝트 지분을 확

석유와 가스 관련 대형 기업인 비피와 셀도 중국에 묻혀 있는 화석연

보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그런 선제공격이 가능하지 않을 때(특

료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테면 셀은 중국에 있는 셰일가스(또

히 중국은 다른 경쟁 국가보다 산유국에 더 좋은 금전 거래 조건을

는 치밀가스tight gas ●) 채굴 작업을 진행하는 협정을 중국석유공사하고

제시한다), 서구 기업들은 재빨리 합작 회사나 합자 회사에 기댔고,

맺었고,9 6 비피의 최고 경영자 밥 더들리Bob

경쟁자가 자기보다 높은 입찰가를 부르거나 자원을 직접 통제하지

액화 천연가스 재기화 터미널에 투자하는 유일한 외국 기업이며 남중

못하게 할 때는 수익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다양한 법적 전략을 동원

국해의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9 7

했다.

은 시리아의 자회사 지분 35퍼센트를 중국석유공사에 넘겼다.9 5

는 비피가 중국의 첫

Dudley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러시아의 위협에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이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세계 석유 생산의 1퍼센
트만 책임지고 있는) 중국이 세계의 석유를 ‘강탈’하고 있다는 지나친
불안감을 심어주려 하는 동안, 서구 투자자들과 석유 기업들은 중국

82

● 다른 가스정에 견줘 시추가 훨씬 어려운 지질에 묻혀 있는 가스를 말한다 — 옮긴이.

83

있었지만, 바스프/윈터쉘BASF/Wintershall과 에온 루어가스E.ON

가러

Ruhrgas

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동안 다른 독일 기업들도 윈가스Wingas와 윈다스할WIEH 같은
합작 회사를 통해 러시아 가즈프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석유 무기’에 관한 이야기는 적
절하지 않는 듯하다. 석유가 한번 세계 시장에서 팔리면, 어디
로 그리고 누구에게 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생산자는 없다.
99

— 안드레아스 골트타우·얀 마틴 비테

나섰다.9 8 대안적으로는 생산물 분배 협정PSAs이 누가 소유하든 상관
없이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자국’의 자원을 ‘민족주의적’으로

탈취에 따른 또 다른 축적 형태

다룬다거나 세계 석유와 가스의 수도꼭지를 국영 기업에 너무 많이
넘기지 않느냐는 불만은 사실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현재와 미래에 석

에너지 안보 담론에 따라 허용되고 장려되는 모든 인클로저는 지리

유와 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을 둘러싼 염려라고 해석하는 게

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가장 알맞다. 석유와 가스 관련 국영 기업들은 석유와 가스를 팔지

dispossession

않으려 하지는 않는다. 국유화된 석유와 가스도 대개 세계 시장에서

물리적 이동 이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다

형성된 가격으로 상업적 조건에 따라 판매된다. 따라서 국유화가 지

양한 공유 재산권을 배타적인 사적 재산권으로 전환하기, 공유지 권

하에 묻혀 있는 에너지 자원 채굴을 제한하거나 가격 급상승을 서구

리의 탄압, 노동력의 상품화를 아우른다.

가 말한 ‘탈취에 따른 축적accumulation

Harvey

by

’10 0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취에 따른 축적은 사람의

에 떠안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석유 개발과 거래에서 생기는 이

지금 전기를 쓰지 못하는 13억 명에게 겉으로는 대문자 에너지의

익이 서구의 사기업들에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점이 어쩌면 더 중요한

틀에서 전기를 공급하려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음식 조리와 저장 수

문제가 된다. 서구 국가들이 (‘자원 민족주의’라는 꼬리표를 달아) 시

단을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시장을 넓히고 노

장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남반구 국가들을 상대로 불만을 털어놓

동 생산성을 높이며 근무일을 늘리고 산출물을 더 뽑아내며 민관 협

을 때, 그런 불평을 하는 정부들은 대개 자기만의 ‘자원 민족주의’에

력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PPP과 정부의 투자자 보증을 거쳐 사적 분야

빠져 있다. 사실은 서구 국가들하고 협력 사업을 벌이는 사기업이 에

에 새로 보조금을 주려는 시도로 여겨져야 한다.101

너지 자원에 관련된 전세계 경제 과정에서 더 큰 통제권이나 접근권
을 갖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84

마찬가지로 농업 연료 또는 석유나 가스 개발 사업은 석유, 가스,
농업 연료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수단일 뿐 아니라, 공공

85

성보다 기업과 시장의 이익을 우선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신자유주의
의 법적 테두리 안에 전체 사회를 가두는 장치다. 에너지 헌장 같은
폭넓은 국제 조약들에 둥지를 튼 투자자-국가 협정은 기업의 이익을
위협하는 새 법률은 무엇이든 ‘수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10 3

인 생산물 분배 협정이 그것이다.

석유 생산을 분배하는 협정은 1960년대 후

반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맺어졌는데, 여기에는 지난 5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
던 식민지 시대의 양허 계약을 거부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단순하게 보면 (투
입된 모든 비용을 뺀 다음) 석유에서 나온 이익을 해당 국가와 외국 석유 기업이
계약상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생산물 분배 협정은 석유를 가진 국가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취하는 방식이다. 또는 취하는 듯 보이는 방식이다.

부과하는 데 활용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신자유주의 축적
시스템의 확대는 주류 에너지 안보의 옹호자들이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옹호자들이 내세우는 의제의 핵심을 형성한다.

그러나 악마는 수백 장에 이르는 기술, 법, 재정 관련 용어로 가득한 복잡한 세
부 사항 속에 있는데, 그 결과 대개 해당 국가는 오랜 석유 개발 경험이 있더라
도 보잘것없는 지분만 받게 된다. 이를테면 외국 기업들이 자본 리스크를 감당한
다고는 하지만 종종 석유 보유국이 여러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중동, 러시아, 중
앙아시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채굴하기 쉽고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탐사 리스크가 있다.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기 전에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개발

계약상의 식민주의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가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가격 리스크

20세기 초에 세계의 석유는 (지금은 엑슨모빌ExxonMobil과 쉐브론Chevron으로 합병된)

도 마지막 단계에 남아 있다.

),

생산물 분배 협정의 복잡성 탓에 외국 기업이 교묘한 회계 기법을 이용해 현지

’가 대부분 통제했다.* 일반적으로 양허 계약을 맺어

정부에 낼 세금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에서

석유 보유국은 기업에 석유 탐사와 채굴 독점권을 주고 기업은 그 대가로 정부

가장 크고 경험 많은 회계 업체를 고용할 뿐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정부보다 채

에 세금과 로열티를 낸다. 그러나 1970년대에 산유국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

굴 사업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기업

시작했다. 1960년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만들어져 회원국의 석유 생산 쿼터를

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정했다. 석유수출국기구는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 미국, 네덜란드, 포르

국 석유 기업에 ‘넉넉한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개발이 잘 진행되고

투갈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이 국가들에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유명해졌

국제 석유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면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다.

다.

물 분배 협정은 생산물을 나누는 협정이라는 정치적으로 유용한 상징성을 갖기

미국의 5개 석유 기업과 유럽의 2개 석유 기업(비피와 로얄더치쉘Royal
이렇게 ‘일곱 자매Seven

Dutch/Shell

Sisters

이 무렵 많은 신생 독립 국가를 비롯한 몇몇 국가가 미국과 유럽의 석유 기업

10 4

실제로 생산물 분배 협정은 대체로 외
10 5

따라서 생산

는 하지만, 석유 매장지 접근 보장, 세금과 규제의 예측 가능성, 고수익 창출 기
10 6

하고 맺은 탄화수소 채굴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석유 기업의 자산을 몰수해 석유

회 같은 옛 방식의 채굴권concession

기업과 가스 기업을 국유화했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 28개 정부에서 몰수한

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협정은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10 2

자산의 62퍼센트가 국유화됐음을 감안하면,

기업들(과 서양 정부들)은 이 결

하고 물질적으로 똑같은 이권을 석유 기업

조항으로 위장해 외국 기업이 운영하더라도 국영 기업이나 중앙 정부가 운영하
10 7

정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날 국영 석유 기업들은

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이용된다.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4분의 3을 통제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10

-

퍼센트 미만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점점 늘어나는 석유와 가스 국유화에 대처하는
나름의 방안을 찾았는데, 특히 마땅한 전문가가 없거나 돈이 모자란 국가를 대
상으로 삼았다. 이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석유 기업들이 택하는 계약 방식

86

* 1990년대 초까지 영국계 기업인 비피와 로얄더치쉘, 그리고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이끈 스탠더드 오일
(Standard Oil)이 이끌었다. 그러나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은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해산돼 여러 기업으로 분
리됐다. 비피, 로얄더치쉘하고 더불어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인 스탠더드 오일 캘리포니아(Standard Oil of
California, 지금의 셰브론). 스탠더드 오일 뉴저지(Standard oil of Newjersey, 엑손의 전신, 지금의 엑슨모빌),
텍사코(Texaco), 소코니 버큠(Socony vacuum, 모빌의 전신, 지금의 엑슨모빌). 걸프오일(Gulf Ol Company,
지금의 셰브론)이 일곱 자매로 불리며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석유 기업의 역사는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
은 누구인가》(앤서니 샘프슨 지음, 김희정 옮김, 책갈피, 2000)와 《석유 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

87

실》(윌리엄 엥달 지음, 서미석 옮김, 길, 2007)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스티브 와인
버그 지음, 신윤주・이호은 옮김, 생각비행, 2010)은 탁월한 탐사 보도로 스탠더드 오일 해체에 공헌한 여성 저
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Ida Minerva Tarbell)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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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서류 가방이나 노트북에 담긴 계약서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석유 기업들은 물리적 프로젝트 자체만큼이나 계약, 법과 정책 분야에
11 2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석유나 다른 자원을 채굴할 권리는 부는 물론이고

권력도 준다. 길거리에 있는 탱크와 군인들에 견줘 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문서
11 3

와 제도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더 추상적인 형태의 권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
보호주의
주요 다국적 석유 기업들 또한 미래의 정부가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아무 보상
도 없이 쫓아버릴지 모른다고 염려하며 계약을 더 확실하게 체결하려 노력해왔
다.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채굴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생산
물 분배 협정을 안정되게 할 조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정부는 기업 수익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변동이 일어날 때 보상한다는 데 동의한다. 기업과
정부 사이의 생산물 분배 협정은 종종 정부 간 조약의 형태로 다뤄지는데, 분쟁
이 일어나 국내법과 계약법을 넘어서면 국제법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
이다. 여러 양자 간 협정,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같은 지역 무역 협정,
BTC 송유관처럼 특정 프로젝트를 다루려고 새롭게 체결한 조약이 여기에 속한
10 8

다.

국제법은 국가의 어떤 법률이 석유 채굴에 영향을 주면 거기에 보상해야

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용을 매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에너
지 헌장의 13조는 ‘소재국이 실행하는 투자 몰수’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을 줄이
는 어떤 규제나 세금이 포함된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
들’로 수용을 정의한다.

황금의 샘
오늘날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을 쓰면서, 이제 석유 기업들은 여러 세기 동안
또는 이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식민지로 삼거나 수십 년
10 9

전처럼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계약 자체가 새로운 식민주의다.

이제

계약만 하면 기업은 한 국가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거의 완전히 통제하고, 국
가 수준은 물론 국제 수준의 인권과 환경에 지는 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 석유
분석가 그레그 뮤티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보통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유
조선 한 대에 실린 석유의 가치는 장기간 유전을 채굴할 권리보다 작다. 채굴권
110

은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진정한 ‘황금의 샘’은 특정 기업에 수십 년 동안 석유에 관한 안정적이고 배타

88

89

3장
-

에너지-기후
시장

시장이 본질적으로 안보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1

— 대니얼 예긴●

에너지 안보는 정말 중요해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맡길 수 없다.
2

— 플린트 레버렛

이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고삐 풀린 기후 불안으로 치닫는 지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몇 십 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방향을 바꿔야 한다
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변화를 이끈다며 제안된 경제 메커
니즘은 거의 똑같은 것이다. 바로 시장, 시장, 그리고 더 많은 시장.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신자유주의식
시장 중심 접근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거쳐 양자 간 투자 협
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방식으로 전세계에 강력히 퍼져 나갔다. 에너지

헌장 조약은 거의 30년이 다 돼간다. 1980년대 이전에 석유, 가스, 석
탄, 전력 같은 에너지는 정부 관료가 중앙 집중식으로 계획된 투자를
거쳐 결정한 정부 가격으로 대개 국가 독점 기업이 제공하거나, 사기
업이 제공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초과 비용을 내지 않게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에너지의 생산, 분배, 공급

● 미국의 경제학자. 《황금의 샘》(김태유 옮김, 고려원, 1993)으로 1992년에 퓰리처상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2030
에너지 전쟁》(이경남 옮김, 올, 2013)을 선보였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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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경쟁하는 장인 시장은 ‘세계 경제의 생명선’3인 “적절한 에너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시장의 범위 안에서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을 갖

지를 공급하는 데 대단히 부적합하다”4고 판단했다.

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소비자의 영향력은 전기 요금이나 가

그러나 발전소, 송전망, 가스 저장 등 에너지 인프라 관련 투자를

스 요금 같은 가격 신호를 토대로 해 에너지 소매 시장에서 행사할

확실히 하는 방안으로 시장이 떠올랐는데, 시장을 거쳐 더 싼값에 소

수 있는 (제한된) 결정으로 축소된다. 사회는 돈 벌 기회를 제공하지

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탄소 배

못하는 곳이 되고, 지금하고 다른 방식으로, 곧 (더 적은) 에너지를 생

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바로 투자할 수 있다고

산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다르게 조직되는 방법을 둘러싼

봤다.5

논쟁은 완전히 뒤로 밀려난다.

그러나 시장은 이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시장 기반의 에

탄소 거래와 또 다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해결하

너지 정책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생존권을 추구하는 사회적 조

려는 노력은 지구적 기후 불안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치명적

직 형태나 경제적 조직 형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기본적 필요를

으로 지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갈등과 불안의 원천을 만들어낸다.

충족하는 데 절실한 에너지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배
제했다. 석유, 가스, 전기의 생산과 분배가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특
히 금융 시장을 거쳐 조정되고 형성되며,6 생산보다 주로 금융 투기로

시장, 시장, 그리고 더 많은 시장

자본이 축적되는 ‘에너지의 금융화’ 또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기후
미래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조약이 유럽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상품의 자유, 곧 자유로운

감소시킨다. 투자는 돈이나 파생 상품으로 전환돼 에너지 시장의 투

이동의 자유, 서비스 제공의 자유, 회사 설립의 자유 등은 오

transition

기적 도박 과정에서 종종 에너지 부족을 불러오기도 한다. 에너지가
이제 안보의 언어로 흠뻑 젖어 있다면,7 마찬가지로 금융의 논리8도
에너지에 스며들어 있다. 에너지 안보의 서사에서 금융화를 찾아보기

직 완전 개방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이 시장에서 모든 소비자
는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공급자는 소비자
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9

— 유럽연합 공식 저널

어렵더라도 말이다.
시장 중심의 정책은 의사 결정에서 지역 사회와 평범한 사람들을
주변부로 밀어낸다. 대신 미래 에너지 기술과 사용에 관한 선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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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은 풍력과 태양광부터 슈퍼 그리드, 국가

95

간 가스 연결망, 스마트 미터smart

,● 스마트 건축과 스마트 전기

meter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변화를 다양하
게 제안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변화조차 에너지 안보 혁명을 금융화

산업화 시대의 에너지 시장은 언제나 탄소 기반의 연료를 향
한 인간의 지독한 굶주림이 불러오는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사
회적 비용을 실제로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 이 비용은 최근에

하는 틀 안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은 처음부터 고정된다. 연

야 명확해졌고, 지금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료 공급을 확보하고,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

— 대니얼 모건・제임스 러셀

10

하고, 폭주하는 기후 변화를 막는 과제는 더 많은 사적 소유, 더 많은
경쟁자, 더 개방된 방식의 에너지 매매와 이런 에너지 거래의 제한을
푸는 더 많은 탈규제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정책 결정자들과 산업

못하는)11 ‘시장 실패’를 해결하며, 사회 안전망으로 취약한 소비자를

계의 지도자들은 고집한다. 에너지의 생산, 분배, 소비를 조정하고 통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1 2 시장이 제공하지 않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제하는 데 더 많은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시장이 여기에 관

정도로 제한된다. 국가의 개입이 (이를테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

련돼 있다. (가정과 상업 소비자들이 경쟁하는 소매업자들에게서 석

가능 에너지 같은) 대체 기술을 촉진하는 곳에서도, 인센티브는 시장

유, 가스, 전기를 사는) 소매 시장, (경쟁하는 발전 업체들과 공급자들

메커니즘을 모방하는 한편 활발히 촉진되고 확산돼야 할 특정한 재

이 석유와 전기를 사고팔며, 가스의 경우에는 소매 시장보다 규모가

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중립적으로 취급하게 설계된다.1 3

작은) 도매 시장, (이 모든 기업들이 금융을 확보하려 경쟁하는) 자본

그러나 적어도 20년 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점 사항인 ‘에

시장, (오염이나 환경 파괴 같은 외부성●●에 가격을 매겨서 오염이나

너지의 진정한 내부 시장’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됐

환경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허가권permits을 통해 오염과 환경 파괴

다. 개혁이 시도되자 소비자는 저항했고, 국가는 개혁을 지연시켰으

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시장이 자리한다.

며,14 국영 가스 회사와 국영 전력 회사는 도입을 미뤘다. 27개 회원국

이런 시장 논리에서 정부가 하는 구실은 시장 경쟁을 지원하는 규
제 방식을 설계하는 일인데, 이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공급되
는지를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 신호에 맡긴
다는 뜻이다. 국가의 개입은 (기업들이 카르텔을 맺는) 시장 남용을
단속하고, (가격이 오염이나 군사 보호 같은 모든 비용을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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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재어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지능형 계량기. 전력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사
용량을 살펴볼 수 있고, 전력 공급자나 거래소는 그 정보를 전력 수급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일부로 보면 된다 — 옮긴이.
●● 고전 경제학에서 외부성은 비용이나 편익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론에 따
르면) 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해 합리적 선택을 할 정보를 갖지 못한다. 결국 (이
를테면 교육 같은) 양의 외부성을 갖는 상품은 과소 생산되는 반면, (오염 같은) 음의 외부성을 갖는 상품은 과잉 생
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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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에너지를 경쟁적으로 거래하기 전에 필요한 가스관과 전력망이

양에너지를 장악할 수 있게 하려고 강하게 압박하는 중이다.2 0 그러

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데 재정을 투입할 준비가

나 그 결과는 안보가 아니라 불안에 가까울 것이다.

돼 있지 않았다.1 5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6년 1월에 러시
아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에 보내는 가스

사유화, 시장에서 공급받기

공급을 일시 중단한 사건을 활용해 ‘아주 각별히 중요한’ 것으로 묘
사한 내부 시장을 활성화하고 완성하려 구상한 조치를 정당화했다.1 6

소매 시장에서는 지불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집행위원회는 (가격의 시장화와 사유화가 공급의 불안을 가져온 방

만, 그럴 능력이 없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사유화를

식에 관한 분석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공급이 안보에 미치는

통해 시장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사유

위협을 강조하면서, 가스와 전력 분야의 개방된 내부 시장이 공급 중

화는 일반적으로 전력과 가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수의 공급자를 낳

단 가능성을 포함한 외부 공급 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 통제가 사라지거나 약

주장한다. 그리고 경쟁은 독점을 깨며, 나아가 모든 공급자들이, 특히

해지는 과정에서 시장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경험했다. 그 결과 더 많

소규모 공급자와 재생 가능 에너지 형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서로

은 사람들이 연료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경쟁하게 해서 유럽연합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에너지

칠레에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독재하던 1982년에 시카

가 전달될 수 있게 함으로써1 7 공급을 다각화하고 에너지 안보에 기

고 대학교 출신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지도를 받아 에너지 기업의

여한다고 주장한다.1 8

사유화가 처음 단행됐다.2 1 영국이 재빨리 따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발전과 송배전 산업을 각각 개별 기업으

국영 전력 회사와 가스 회사를 생산, 소매, 유통, 배분 부문으로

로 나눠 수직 통합식 기업을 분해할 생각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

쪼개 각 부문을 (막대한 횡재성 보조금 제공에 해당하는, 보통 원래

다. 그리고 유럽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송전망과 가스관을 구축해 전
기와 가스가 리스본에서 헬싱키로, 부쿠레슈티에서 더블린으로 자유
롭게 거래될 수 있게 하고,19 인프라나 시장이나 모든 연결망을 북아
메리카와 그 너머로 확장해 유럽이 데저텍 같은 계획을 발판으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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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온도의 가정 난방을 포함한 연료 사용료가 소득의 10퍼센트가 넘는 가구를 연료 빈곤 가구라는 정의를
대체로 받아들인다.
●● 브리티시 가스는 1986년 12월에 사유화됐고, 전력 분야는 1989년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사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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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의 3분의 1 수준에서2 2)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해체 모델은
그 뒤 국제통화기금이 부과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전

정부를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적 부분을 느릿느릿 움직이게 만
들어 방해하는 거대 공룡으로 본다면, 지금 실행되는 모든 탈

세계에서 시행됐다. 2006년에는 세계은행이 (석유, 가스와) 전력 분야

규제는 그 공룡에게서 산업을 살려내 검 모양의 송곳니가 있

에너지 기업의 사유화를 대출 조건으로 정한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

는 호랑이들에게 바치는 꼴이다.

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통신 분야만 에너지 분야보다 부수 조건이 더

— 데이비드 프렝크・마이크 마스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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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뿐이었다.2 3
그러나 알맞은 가격 수준에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문제하고 상관
없이 소매 전력 공급을 자유화한 조치는 가난한 소비자들의 에너지

이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서비스에 과연 알맞은 정책일까?”3 1 연료

접근을 배제해버렸다(경제학자들의 용어로 말하면 “시장에서 제한적

빈곤은 연료 비용으로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쓰는 가정을 뜻한다.

으로 공급받았다”).2 4 몇몇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전기 가격은 사유화

2011년 12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이 연료 빈곤

가 되기 전보다 10~20퍼센트 높게 나타났다.2 5 다른 유럽 국가들2 6

층으로 공식 정의됐는데, 2010년의 5분의 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3 2

과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서도2 7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유럽연합에서는 연료 빈곤층이 5000만 명에서 1억 2500만 명 사이로

‘경제 정의를 위한 소비자 연합 프로그램Consumers

추정된다.3 3

Union Program for Economic

’은 영국에 관해 이렇게 결론 내린다. “서비스, 가격, 형평성, 보상

2011년 영국에서 연료 빈곤이 급증한 이유는 18퍼센트까지 오른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정용 소매 서비스의 탈규제로 소비자

소비자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계급과 금융화 또한 주요 요인이다.

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없었다.”2 8

지난 30년 동안 임금을 줄이고 노동을 훈육하려고 임금이 싼 국가로

Justice

또한 가난한 가정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가스와 전기 요

아웃소싱하는 생산의 지구화가 일어난 결과,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으로 요금을 지불

임금은 철저히 억제됐고 개별 노동자들은 부채의 늪에 빠졌다.3 4 걷잡

하는데(자동 이체 소비자의 비율은 보통 25퍼센트 이하다), 이 경우

을 수 없는 금융화의 결과로 빚어진 지금의 경제 위기는 가구 소득을

가장 값싼 에너지 요금 체계에서 배제된다.2 9 그리니치 대학교의 스

집계한 이래 유럽연합 전체에서, 특히 몇몇 국가에서 전례를 찾을 수

티븐 토머스Steven

없을 정도로 가구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3 5

금을 납부하지 않고 선납식 계량 방식pre-payment

Thomas

meter

교수는 이렇게 묻는다. “저소득층 가정이 부유

하고 학력이 높은 소비자하고 똑같이 높은 할증료를 내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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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국가에서는 연료 빈곤에 몰리지 않게 사람들을 보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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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도시 지역에는 슬럼가에 사는
시장 자체는 상품 관계가 기아와 이주의 일상적 형태를 구조

불법 거주자들이 전기를 훔칠 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4 1

화하는 추상적 폭력을 낳는다.

그러나 국제공공노련연구소의 데이비드 홀David

36

— 매튜 후버

은 남아프리카공화

Hall

국의 가난한 지역 사회에 전기를 연결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이 농촌
지역의 여성 고용을 의미 있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4 2
나 구제하려고 도입한 사회 안전망이 지금 시행 중인 긴축 정책 아
래에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아일랜드는 겨울철 난방 수당winter

이 모든 경험이 있는데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장을 최우선

fuel

순위로 여기면서, 유럽연합의 경제와 산업과 시민을 생각해 안전하고

allowances

을 없애버렸다). 가난한 나라는 ‘에너지 복지’ 제도를 실행하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2014년까지 전력

기 더 어려워서 사유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에너지 안보가 아니라 에

과 가스의 내부 시장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4 3 앞서 이야기한

너지 배제의 형태로 직접 나타난다. 우간다에서는 배전 업체가 우메메

대로 시장에 기반을 둔 미래는 ‘방향 변화’에 상관없이 이런 상황을

Umeme

로 사유화된 뒤 2005년에 전기 요금이 24퍼센트 올랐고, 곧이어

되풀이할 듯하다. 연료 빈곤이 더 늘고, 전기 접근성은 더 줄며, 생존

37퍼센트 더 올랐다. 많은 가난한 우간다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력

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불안해진다는 말이다.

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우메메는 이런 조치에 필요한 관리자를
채용했다고 한다. 탄자니아의 송가스Songas는 가스 운송비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올려 고발당했다.3 7 전세계의 사유화를 감시하는 국
제공공노련연구소Public

금융화, 투기와 투자 부족

는 동아프리카에서 다

Services International Research Unit

국적 기업들이 운영하는 민간 발전 회사들이 반복해서 지나치게 많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삶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

은 요금을 청구한 증거를 찾았다.3 8 아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

꾸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신기술이든, 주택

가 있다.3 9

단열이든, 수송의 필요를 줄이는 건조 환경built

●

environment

의 재설계든,

사유화된 의료 서비스나 상수도 서비스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서
비스가 그렇듯, 기업은 가난한 소비자를 고객으로 여기지 않는다.4 0
사기업은 가난한 지역 사회에 전력망을 넓히고 싶어하지 않는다.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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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사회에 세워진 건물, 도로, 도시 같은 인프라와 인공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말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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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산업이 새로운 산업에 자리를 내줄 때 감행하는 노동자 해고든

해 소비자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어떤 발전소도 단 10센트의 전기도

상관없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주의자들은 기업과 개인이 생

팔 수 없다”고 말한다.4 5 따라서 경쟁을 보장하려면 전력망이 모든 발

산과 소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유인책은 경쟁 시장이 보내는

전소로 확장돼야 한다.4 6

가격 신호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론이 맞다고 할 때 석유 가격이 오르

이론상으로 보면 국가 전체에서 작동하는 가스와 전력 시장을 운

면 사람들은 덜 소비하면서 더 많이 일하고 기업들은 더 값싼 에너지

영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가스관, 가스 액화 설비, 전력망을 모두 건

원 쪽으로 다각화한다.

설하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은 그것 자체로 그런 건

야심 찬 프로그램은 따라서 가격이 정부의 통제 대신 공급과 수

설 사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만들어낸다. 지금의 충전 기술은 대

요를 반영할 수 있게 생산자와 소매 공급자 사이에 도매 시장을 만드

량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정전을 예방하려면 공급과 수요를 늘 점검

는 방식이 된다. 그런 시장은 새로운 규칙과 규제 기관에 더해 상당히

해 일치시켜야 한다. 시장에서 발전 업체들이 배전 업체에 전력을 팔

새로운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다른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보다

때 보통 30분마다 가격을 공지해야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하

황, 탄소, 질소, 미세 먼지가 덜 배출되기 때문에 저탄소 또는 탄소 제

면 소비자가 가장 싼 전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쟁은 투자

로 경제로 나아가는 전환 연료transition

로 주장되는) 천연가스 분야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발전소를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과정에

에서 국제 도매 시장을 창출하려면 엄청난 수송관 네트워크, 액화와

서 꽤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데, 가격 인상과 하락의 변동 폭은 분당

재가스화 플랜트, 전용 운반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의 수압 파

300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 이런 사정 때문에 수익을 예측해 여러 해

쇄hydraulic

셰일가스가 천연가스 국제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했듯

에 걸쳐 발전 설비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4 7 에너지 정책

이) 이 모든 것이 정책 변화나 기술 진보에 따라 갑작스레 ‘좌초 자산

분야 연구자인 스티븐 토머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10억 달러짜

stranded assets

’으로 바뀌면서 자칭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위험을 안길 수

리 발전소를 새로 지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대출 때문에 은행에 들

있다. 전력망은 공급 안보의 수단으로서, ‘신뢰 보험’ 형태로, 곧 ‘발전

러야 한다. 그렇지만 그 기업은 은행에다 어느 정도 전력을 팔 수 있

소의 정전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4 4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전력

을지 또는 판매 금액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4 8

fracking

fuel

망은 전력이 부족한 시점에 발전소를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수단이기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전력과 가스 분야에서 완전한 내부 시장

보다 발전사들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독점 수단이 된다. 실제로

을 가진 영국의 많은 발전 회사들은 시장 가격에 상관없는 가격으로

미국 전력 정책 전문가 피터 폭스-페너Peter Fox-Penner는 “전력망을 경유

소매 기업들하고 장기간 직접 거래 계약을 맺어 도매 시장에서 30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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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공급할 전력량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해 이런 문제에 대처했
49

다 (가스도 같은 이유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발전 회사들

송한다. 그러나 액화 천연가스에 필요한 전체 인프라는 수송관을 건설할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가스 시장은 석유 시
장만큼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데, 25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익이 매우 낮을

처지에서는 소매 기업을 사들여 그 기업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들에
50

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더 좋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시장’에서

진행되는 거래는 전체 생산 전력의 1~2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정도라
서, 가격 신호를 근거로 삼아 10억 파운드에 이르는 신규 발전소 건설
51

에 투자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정도로 너무 많은 자본이 액화 천연가스 인프라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
송하는 새로운 가스관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상황 탓에 전반적으
로 가스 공급 과잉을 겪고 있다. 수압 파쇄와 수평 시추라는 신기술 덕분에 미국
은 적어도 100년 동안 가스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셰일가스를 많이 채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러시아, 나이지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카타르 같은 나라의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 가스를 팔 목적으로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를 짓고 있었다. 한국, 타이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화 천연가
스를 수입하는) 일본 같은 아시아 나라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말
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신흥 국

가스 시장에 들어가는 에너지

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늘더라도, 중국, 인도, 브라질만 가지고는 더 많은 가스를

천연가스는 가스 형태여서 석유나 석탄보다 운반하기 훨씬 어렵다. 대개 압력을

소비할 수 없다.

받아 수송관을 거쳐 이동하는데, ‘경험상으로’ 볼 때 땅 위에서 최대 4000킬로미
52

미국이 가스 수입을 갑자기 멈추고 다른 구매자도 사라지게 되면 “말 그대로
55

터, 물속에서 최대 2000킬로미터일 정도라서 장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유럽을 빼고는 액화 천연가스가 들어갈 곳이 어디에도 없”게 된다.

천연가스

수송관을 거쳐 가스를 보내려면 같은 에너지 열량을 갖는 원유를 수송할 때보다

에서 핵심 쟁점은 북아메리카나 유럽에서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증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영구적으로 고정된 수송관은 값이 비싼 데다 매설 기간

가된 생산을 흡수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다. 더군다나 미국 국무부

이 길며, 생산자와 소비자는 말 그대로 하나가 된다. 그 결과 가스는 일반적으로

는 국제셰일가스이니셔티브Global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15년, 20년, 심지어 25년의 쌍무 계약으로 정해진 기

폴란드, 불가리아, 프랑스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 할수록, 카

53

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도,

Shale Gas Initiative·GSGI

가스 가격은 일

타르나 나이지리아 같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은 구매자를 찾는 노력을 더 많이

반적으로 석유 가격에 연동된다. 러시아 기업 가즈프롬은 장기 가스 공급 계약에

하게 될 것이다. 가스 분석가 닉 그릴리Nick Greely는 랭커셔의 도시 지역 지하에 묻

서 ‘의무 인수take or pay’ 조항을 선호한다.*

힌 셰일가스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영국 스스로 낡은 현실

간 동안 바꿀 수 없는 경직된 직접 공급 방식으로 거래된다.

석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천연가스는 그렇지 않아서, 석

56

을 뒷받침하는 구조에 자신을 묶어두려는” 사고라고 결론 내린다.

유와 가스의 정치적 동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프라 제약에 더해 ‘거리의 횡

그런 공급 과잉만 봐도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포tyranny of distance’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스는 지구적 시장보다 지역 시장에서 팔리

있다는 생각은 놀랍지 않다. 2011년 6월, 국제에너지기구가 낸 보고서는 천연가

54

이를테면 2011년 6월에 미국에서 가스 가격은 100만 비티유

스 사용이 2010년에 견줘 2035년에 50퍼센트 넘게 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에

BTU

당 5달러 미만이었고, 영국에서는 9달러 이상, 동아시아에서는 13달러 이상이

너지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석탄을 뛰어넘어 둘째로 많이 쓰이는 연료

었다.

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는 경향이 있다.

57

천연가스는 가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전

천연가스는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해상 수송되기도 한다. (천연가스의 주성분

환 과정을 잇는 다리 구실을 하는 전환 연료로 불리지만, (머지않아 석유보다 가

인) 메탄을 과냉각해 액화하면 부피가 600배 줄어들어 단열된 거대 선박으로 옮

스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로열더치셸은 가스가 최종 ‘목적지’

기면 더 먼 거리까지 운송할 수 있다. 목적지에서 다시 기화해 가스관을 거쳐 수

라고 주장한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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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황, 탄소, 질소, 미세 먼지를 더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107

59

가장 깨끗하고 가장 환경 친화적인 화석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2011년

6월에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이기는 매한가지고 기후 변화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60

실성이나 정부 개입이 계속됐기 때문에 투자 부족 현상이 벌어졌다고
비난한다. 그럼 시장주의자들의 해결책은 뭘까? “전력 생산이 발전하

고 지적한 사람은 바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었다.

는 데 필요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려면 국가가 약속한 자유

-

* 보통 천연가스 거래에서 쓰이는데, 구매자가 일정 기간 일정량의 상품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불해
야 하는 계약 방식이다 — 옮긴이.

화를 지키도록 강제하는”6 5 무역 협정과 투자 협정을 도입하는 등 시
장 메커니즘을 더욱더 심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6 6
아직 투자 부족 현상과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사기업들의 우

과잉 축적의 위기

선순위가 어떻게 서로 은밀하게 연결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자본
축적하고는 어느 정도 무관한 물질을 생산하게” 만드는 금융 시장

국영이든 민영이든 독점을 없애고 경쟁 시스템만 구축하면 투자를 끌

과 제도들이 제조업을 지배하게 되면서 자유화의 압력은 더욱 강화됐

어들일 수 있다는 약속은 화려했지만, 투자 부족은 이제 자유화된 전

다.6 7 이런 전환은 더 폭넓은 경제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 생산의 지

력과 가스 공급 시스템의 특징이 돼버렸다. 그 결과는 많은 나라에

구화와 더 낮은 임금 경쟁에 따라 심해지는 가격 경쟁은 생산적 산업

서 (1차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때도) 정전을 불러온 정비 불량, 노

의 투자 수익률이 급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주택이나 석

후 설비 남용, 예비 설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나타났고, 화석연료

유처럼 시간이나 장소에 따른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다양한 자

에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6 1

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는 점점 매력적이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더

브라질에서는 신규 발전 투자가 끊겨 2001년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

구나 그런 투기에서 단기 수익을 창출하는 범위는 1970년대 금융 탈

이 벌어진 뒤에 전력 배전 시스템의 사유화가 멈췄다.6 2 시장 자유화

규제의 흐름 속에서 금융업계가 만들어낸 파생 상품 제도 덕분에 극

를 대표하는 나라인 칠레에서는 시장을 도입해 “전력 회사들이 추가

적으로 확대됐다.6 8

발전 설비를 모두 연기하거나 꺼리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6 3 그 결

과잉 축적의 위기를 겪으면 잉여 자본은 이윤 획득 경로를 찾으려

과 2007~2009년에 1000퍼센트 가격 상승을 불러온 전력 부족 사태

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

를 겪었다. 정부는 가격 보조에 10억 달러를 넘게 써야 했다.6 4

식으로 진행됐다. 기업의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에게 분기 배당금을

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잘못 설계하고 신규 발전소를 충분

지급하려고 경영진은 연구 개발,6 9 신기술 투자, 신규 발전소 건설에

히 승인하지 않거나 허가를 늦게 내줬기 때문에, 아니면 규제의 불확

들어갈 자본을, 심지어 신규 석유 매장지 탐사나 노후 매장지의 유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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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확대에 들어갈 자본을 돌려 썼다.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을 주주 가

이 있다.

swap

이 모든 형태에서 파생 상품의 가치는 교환되는 기본 자산의 미래 가격에 달

치를 올리는 데 쓴 셈이다. 그렇게 하는 수단 중 하나는 자기 주식을

려 있다. 투자자들이 파생 상품을 살 때는 특정 자산 시장의 미래 방향에 내기를

다시 사들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거대 석유 회사인 엑
손모빌은 2000~2010년에 에너지 대안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했지만
자기 회사 주식을 되사는 데 1630억 달러를 썼다.7 0 2005년에 여섯 개
의 거대 국제 석유 회사들은 생산 분야에 54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주식 환매와 배당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710억 달러를 지급했다.7 1 또
한 고위 경영진이 거짓으로 부풀린 가격에 스톡옵션을 팔아 막대한
72

부를 챙기게 했다.

거는 셈이지만(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 그 유형의 자
산을 실제로 소유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투자자들은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오렌지 밭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서 냉동 오렌지 주스의 가격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금융 시장에서 기본 자산의 질과 양과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
격 차이다. 이런 차이는 시간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원유들처럼 여
러 상품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 시장 사이에서 발생한다. 또는 금융 시장에서 결
정되는 가격과 어딘가에서 생산돼 다른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는 실물 가격 사이
의 차이가 중요하다.
-

*

옵션에는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이 있다 — 옮긴이.

이렇게 주주 가치를 유지하려는 압력은 수익이 높지 않을 때면 운
영비 축소와 해고 같은 ‘비용 절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쉘은 2009년
에 5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주주들은 여전히 분기 배당금을

투기와 시장 조작

받았다.7 3 대형 에너지 기업들도 비슷하게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대체
할 수 없는 기술과 경험을 잃었다. 정유소와 발전소의 안전은 위험해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분기 수익이 늘어나자 투자자들과 석유 회사,

질 수 있다. 이를테면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대부분 정유 사고

가스 회사, 전력 회사들은 석유, 가스, 전력을 실제로 파는 일보다 석

나 송유관 문제로 일어난다.

유와 전력의 미래 판매에 연계한 선물, 스왑, 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
연관된 투기성 거래에서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됐다. 그 결과는 세 가
지로 나타났다. 첫째,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 투기에서 더 높은 수익을

파생 상품
파생 상품에는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첫째, 미래 특정일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 위한 매매 계약인 선물future이 있다. 둘째, 소액의 계약
금(프리미엄)의 대가로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
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의무가 아니다)를 부여하는 옵션option이 있다.* 셋째, 외환이
나 금리 같은 자산을 미래 특정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계약인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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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을 포함한) 생산 분야에 투자하기를 꺼려했
다. 둘째, 석유 회사, 가스 회사, 전력 회사 스스로 수익을 투기와 배
당금 지급으로 전용하기 때문에 내부 자금에서 투자 여력이 줄었다.74
셋째, 금융 시장의 투기적 게임은 막대한 이익뿐 아니라 막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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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낳았다. 부동산 투자가 줄거나 심지어 파산하기도 했다(미국 전력

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전기 생산을 멈추면서 2000년에 캘리포니아 주

도매 시장이 탈규제된 뒤 에너지 기업 다이너지Dynegy는 2001년에 투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연쇄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8 1 그러나 대

성 거래로 140억 달러를 잃었고, 다른 몇몇 기업은 파산했다7 5).

문자 에너지 안보의 틀에서 정전은 보통 화석연료 공급이 줄어 발생

많은 석유 회사, 가스 회사, 전력 회사들은 파생 상품 거래에서 발

한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생한 수익을 따로 계상하지 않지만,7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규제

엔론 스캔들의 여파로 파생 상품에 기반을 둔 에너지 거래가 극적

기관의 자료에서 내용을 조금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05년에 다

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그런 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

국적 석유 기업인 비피는 석유 시장에서 15억 5000만 달러, 천연가스

다.8 2 실제로 파생 상품 기반의 에너지 거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

시장에서 13억 1000만 달러 등 파생 상품 거래 전체에서 29억 7000만

고 있다.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의 상업 채굴이 그런 거래를 촉진하고

달러를 벌었는데,7 7 투기성 에너지 거래는 비피가 밝힌 수익의 5분의 1

있는데, 셰일가스의 판매가 아니라 위험 거래에서 현금이 오가기 때문

에 해당한다.7 8

이다.8 3 프랑스국영전력회사EDF, 독일 전력 회사인 알더블유이RWE, 독일
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인 에온,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 같은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에너지 거래 방식을
금융은 자신에게는 자금을 대지만,
투자에는 자금을 대지 않는다.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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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엔론의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2000년, 무더위에 시달리던 캘리포니아 주 전역을 덮친 대규모 정전은 수천 명

시장 조작과 노골적인 범죄는 이익을 늘리려고 금융 시장을 활용
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투
기가 잘못되자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2001년 12월에 파산한 미
국 다국적 에너지 기업 엔론Enron 사건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
런 투기가 소비자들에게 수십 억 달러의 비용을 떠넘겨 에너지 가격
을 더 올린다고 믿는다.8 0 또한 엔론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 거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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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손해를 끼쳤고, 나중에는 수백만 명이 피해를 당했다. 2001년에도 정전은
계속됐고,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력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파산했다. 그해 말 텍사스 주에 기반을 둔 에너지
거래 기업인 엔론도 누적된 분식 회계 문제로 파산했다. 그 뒤 조사를 거쳐 엔론
85

이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가격과 공급을 조작했고,

그 결과 전력 ‘부족’이 발

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은 1996년에 캘리포니아 주가 규제받는 (사적으로 소유된) 독점 기업
시스템을 경쟁적인 전력 도매 시장 시스템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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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됐다. 그때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낮은 요금을 보장하

잡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 정부가 주요 송전선의 과

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잉 혼잡을 줄이려고 발전사들에 여러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만들었다. 또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음모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된 전기의 (상한) 가격과 다른 주에서 들여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3개의 민간 소유 전력 회사가 공급 전력 비용을 기준

온 비싼 전기 가격의 차액을 노리는 것이다. 전력 거래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

으로 엄격한 가격 통제를 받으면서 캘리포니아 주 전력의 4분의 3을 공급했다.

의 값싼 전력을 사서 다른 주의 중개상에 넘긴 뒤, 그 전력을 ‘수입’ 가격으로 캘

시장에 더 많은 행위자를 참여시킬 목적으로 개정된 법률은 이 기업들이 소유한

리포니아 주에 되팔려고 재구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기법은 ‘메가와트 세탁’으

(핵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민간 발전사로 알려진 5

로 불렸지만, 엔론은 ‘리코쳇Ricochet’* 게임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전력 거래 기업

개의 대형 에너지 도매 기업에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매각 뒤에 주요 전력 회사

들은 어느 시기에 어느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엔론은 각기 다른

들은 이제 소비 전력의 절반 미만을 생산하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전력

모든 거래에 이름을 붙였다. 팻 보이Fat

Boy

도매 경매 시장인 전력거래소를 거쳐 더 많은 전력을 구매해야 했다.

코쳇, 핑퐁Pin

, 빅 풋Big

그러나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 블랙 위도우Black

Pong

, 겟 쇼티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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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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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 Catcher라고.

엔론 같은 에너지 거래 기업들과 제휴해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가격을 통제하거

2000년에 엔론의 최고 경영자 케네스 레이Kenneth Lay는 에너지 도매업자들의 활

나 조작했다. 가격을 올릴 속셈으로 전력 수요 피크 기간에 발전소를 유지 보수

동을 규제하려는 캘리포니아 전력청의 시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최종적으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발전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발전 업자들은 2000년 캘리포니

분석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문제

아 주에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100만이 넘는 가구에

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

공급할 양의 전력을 공급하지 않았다. 전력망 관리자가 8번이나 전력 위기를 선

들을 주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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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는 가격 상한을 부과해 민간 발전사들이 발전량을 줄이는 방식으

언했지만, 그때마다 민간 발전사들은 기술 관련 문제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

Regulatory Commission

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다른 22번의 전력 위기 때도 발전을 중단시켰다. 어느 거

로는 이제 더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개입했다. 그러자 발전사들은 발전소 가

대 가스 회사는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전기 가격을 올리려고 가스 공급을 중단했

동 시간을 늘렸고, 전력 부족 문제는 점차 사라졌다.

다. 정전 대란이 일어날 때 캘리포니아 주의 발전 설비 용량은 45기가와트인 반

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런 거래 관행은 캘리포니아 주나 다른 곳에서 여전히 계

면 수요는 고작 28기가와트였다.

속되고 있다.

90

가격을 올리려고 전력 생산을 중단한 조치는 연이은 ‘게임’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이 엔론에 캘리포니아 주 전기
시장을 조작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밝혀졌
다. 또 다른 게임은 일종의 ‘주고받기round

89

’ 거래로, 시장 가격, 곧 정의상 최

tr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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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거래 단계에서 책정되는 전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전기를 둘러싼 게임은 극

2002년 캘리포니아 전력청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전력을 시장
91

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도박일 수밖에 없다.”
-

* 발사된 총알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을 말한다. 이런 특징을 살린 리코쳇 로봇(
Ricochet Robot)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로봇 말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장애물이나 벽을 만나면 방향
을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있다 — 옮긴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기를 판 다음, 전기를 산 회사는 바로 전기를 판 회사에 같은 가격으로
되팔았다. 이렇게 같은 전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로 최소 10퍼센트의 거래 수입
을 늘려서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들었다.

가격 신호의 목적

실제로는 송전하거나 송전 혼잡congestion을 줄이지 않으면서 송전 혼잡을 줄인
다는 이유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음모도 있었다. 송전선은 일정량의 전력
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전 일정은 사전에 예정(또는 계획)돼야 한다. 민간 발

투기와 시장 조작은 가격이 공급과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

전사들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송전선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계획해서 송전 혼

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가격 신호를 왜곡한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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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런 왜곡된 신호는 공공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기와

바이에 생기기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할 수

시장 조작이라는 금융화의 두 특질은 혁신과 투자에 관련해 중요한

있는 선물 계약의 수는 제한됐다.9 6 그러나 골드만 삭스Goldman

의미를 갖고 있으며, 화석연료에서 탈피하는 전환을 어렵게 한다.

럼 특수 거래 부서를 보유한 대형 투자 은행들이 잇따라 로비를 벌였

처

Sachs

에너지를 ‘단지 또 다른 상품’9 2으로 (잘못) 간주하는 시장은 정부

고, 결국 공식적인 교환 과정의 밖에서 사적으로 마련된 파생 상품 기

가 설정한 석유, 가스, 전기의 가격이 제거된 지반 위에서 움직인다(에

반의 스왑이 지닌 위험성에 은행이 대비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한 규정

너지가 생존에 꼭 필요해서 가격을 없애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가격이

을 적용받지 않았다.9 7 석유 선물을, 실제로는 ‘페이퍼 오일’을 구매하

통제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불안정성을 가

려는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 상장지수 펀드Exchange

져오고, 종종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거래상의 혼란’을 불러온

금 펀드, 국부 펀드, 헤지 펀드 같은 투기자들로 시장은 넘쳐나게 됐

다.9 3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다. 석유 시장은 ‘혼종되기hybridized’9 8 시작했다. 석유는 더는 석유를 쓰

고 특정 기간 동안 에너지 가격을 고정해 가격 등락에 헤지hedge●하는

는 항공, 선박, 트럭, 자동차에 물리적 상품으로 팔리는 데 그치지 않

선물과 옵션 같은 금융 협정들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이런 안전 시스

고, (석유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달러의 하락

템은 투기에 기대고 있다. 이를테면 6개월 안에 특정 가격으로 연료를

이나 중동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헤지 상품으로 거래되기도 했다.9 9

,●●● 연

Traded Fund

사려는 항공사는 그 가격에 항공유를 팔려고 하는 판매자를 찾아야
한다. 시장에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보증하고 구매자에게 판매자를
보증하는 데 중개인이 필요한데, 중개인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항
공유나 석유 같은 특정 형태의 물건을 실제 운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얻기 위해 거래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뜻한다.9 4 그 결

석유 파생 상품 ― 크루드 오일과 페이퍼 오일*
선물 계약futures

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정해진 날짜

contract

나 그 전에 석유를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약속이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정
장소와 기간(일반적으로 한 달)도 명시한다. 계약은 물질적으로 (실제 인도로) 결
제되거나 재정적으로 (현금으로) 결제된다. 선도 계약forward

은 선물 계약하

contract

과 투기자는 이 안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에 선다. “투기자가 없다
면, (거래 위험을 피하려는) 헤저hedgers는 (거래 위험을 피하는) 헤지를
할 수 없게 된다.”9 5
석유 선물 옵션 시장은 1983년 뉴욕 상업거래소New

York Mercantile

에서 처음 개장했고, 곧 비슷한 시장이 런던, 싱가포르, 도쿄, 두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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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
를 말한다 — 옮긴이.
●● 고액 순자산 보유자란 보통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수집품, 소비재 등을 빼고 은행에 최소 100만 달러의 금융 자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상장지수 펀드는 채굴 회사의 주식이나 식량, 석유, 가스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을 추적한다. 뮤추얼 펀드
(mutual fund)하고 비슷하지만, 주식이 하루 내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2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된 상장지
수 펀드는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확산됐으며, 특정 지역, 분야, 상품, 채권, 선물 등 자산 종류에 맞춰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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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우 유사하지만, 계약 조건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초기 현금 지급이나 차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파생 상품의 수익은 공간과 시간의 차이를 아용해 같은 (또는 비슷한)
자산들의 가격 차이를 창출하는 ‘차익 거래 기회arbitrage

대부분의 석유 선물 계약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안에 거래가 되지만, 6~9년

’****로 가능하다.

opportunity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격 차이들이 너무 작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많은

뒤의 석유 가격을 고려하는 계약도 있다. 석유 선물 계약의 가치는 주로 갈등과

돈이 움직이는 속도와 유연성과 이동성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파생 상품 거래는

전쟁 또는 수요 패턴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과 희소성이라는 인식에 기대어 형성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런 거래가 수익을 내려면 시장 변동성에

된다. 요즘처럼 석유 시장에서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의 가치가 더 높은 상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대문자 에너지, 특히 석유에 금

를 ‘콘탱고contango’라 부른다. 이런 환경에서는 석유 보유가 (석유 매도보다) 재정상

융의 논리가 도입되자, 실물(과 금융) 시장에서 물질적 상품으로 순환하는 석유

더 이익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석유 재고량이 높은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선물

와 금융(과 실물) 시장에서 금융 자산으로 순환하는 석유, 이 둘 사이에는 시간

시장에 공급하려고 (말 그대로 석유 탱크에) 석유가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 공간 측면에서 유사점이 생겼다.

10 0

석유 스왑은 순수한 금융에 가깝다. 스왑은 선물처럼 석유를 물질적으로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현금 결제로 정산된다. 스왑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한
당사자가 특정 물량의 석유 대금을 계약 기간 동안에 형성된 현물 가격spot

prices

의 평균으로 매겨진 연동 가격floating price으로 받고, 그 대가로 다른 당사자에게 같
은 물량의 석유 대금을 고정 가격fixed price으로 지불하는 형태가 가장 단순하고 보
편적이다. 더 복잡한 스왑은 트레이더들이 (‘캘린더 스프레드calendar

’** 거래

spread

처럼) 인도일이 달라서 생기는 가격 차이, (원유와 경유 또는 원유와 경유와 휘

-

* 국제 원유의 거래 방식은 크게 실물 거래와 페이퍼 거래로 나뉜다. 페이퍼 거래에는 선물, 옵션, 스왑, 선도
거래가 있다. 실물 거래는 실제 원유를 인수하고 인도할 목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현물 거래(고정
가격과 연동 가격으로 구분)와 기간 계약 거래(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월이나 분기별로 조정)로 나
뉜다 — 옮긴이.
**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인도일 또는 결제일이 다른 2개의 선물 상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가격이 높
은 상품은 매도하고 낮은 상품은 매수하는 거래. 타임 스프레드(time spread)라고 부르기도 한다 — 옮긴이.
*** 정산 가격은 당일 거래 시간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래된 선물 가격을 말하며, 다음 날 거래할 수
있는 가격 제한 폭을 결정하는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한다 — 옮긴이.
****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 — 옮긴이

발유처럼) 두 가지가 넘는 석유 제품 사이의 가격 차이와 (전력과 천연가스 또는
전력과 석탄처럼) 서로 다른 에너지 형태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스왑과 선물 계약이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석유를 사고파는 의무가 아니라 권
리를 부여하면 옵션이 된다. 옵션 보유자는 시장 변동성의 인식을 반영한 프리
미엄을 지불한다. 프리미엄이 낮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적다는 인식을, 프리미엄이
높으면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옵션 보유자가 옵션에서

그런 혼종적 특질은 석유회사들과 인플레이션 대비용 헤지로 석
유 선물을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익이 되는 동맹이 형성되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정산 가격settlement price***이 선물 계약의 계약서에 명시된

는 기반이 됐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nternational

Petroleum Exchange

가격이 아니라 프리미엄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미래 시장의 변동성과 에너지

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인플레이션 헤지hedging

inflation

불안정성에 관한 인식은 옵션 프리미엄option

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실

의전소

’● 개념은 1990년

premium

제 거래되는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옵션은 가격 차이뿐 아니라 ‘가
격 차이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시장 가격의 불안정성은 물론이고 ‘시장 불안정성’
자체의 불안정성을 대상으로 투기하게 한다.
선물, 선도, 스왑, 옵션 같은 석유 파생 상품은 거래소나 장외 거래over

대 중반 ‘스마티스트 키즈 온 더 블록smartest

’●● 이던 골드

kids on the block

만 삭스가 골드만삭스 원자재 가격지수Goldman Sachs Commodity Index·GSCI 펀

the

에서 당사자들의 쌍방 직접 거래로 거래된다. 장외 파생 상품은 석유 거

counter·OTC

래에서 일반적인 물질적 거래 방식이다. 가격, 양, 품질, 거래 장소 같은 계약 조
건이 더 유연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은 뉴욕 상업거래소와 싱
가포르 거래소Singapore Exchange, 런던 어금결제소London Clearing House에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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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 상품, 주식에 투자하는 일 — 옮긴이.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미국의 아이돌 그룹 ‘뉴 키즈 온 더 블록(New
Kids On The Block)’에 빗댄 표현이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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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설명하려 고안한 마케팅 개념이었다. 이 혁신적인 펀드는 선물

유 가격이 점점 더 심하게 변동하고 현실의 공급과 수요에서 점점 멀

계약을 사서 매월 이월하는 방식으로 원자재 포트폴리오(대부분 석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 투자를 현실의 에너지 인도로 이끌지

유)에 투자됐다.”

않는 한, 가격은 페이퍼 오일 거래에서 만들어지는 ‘가상의 수요’를 반

몇 년이 흘러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그 잠재력을 인식하게 됐다.

영하게 된다.

“달러 대비 석유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헤지하려는

금융화와 주주 가치를 유지하려는 흐름은 가격 신호가 해석되는

석유 생산자들은 ‘인플레이션 헤저들’에게는 석유 대비 달러의 가치가

사고의 틀도 바꿔버린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더 싼 에너지원에 투자

하락하는 위험을 헤지하려는, 자기들하고 정반대 목적이 있다는 사실

하는 몫이 늘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고, 대신 환경과 지역 사

을 알게 됐다.”101 투자 은행들과 트레이더들은 서로 반대되지만 보완

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캐나다와 베

적인 이 두 고객층을 함께 모았다. 고객들은 자기 자본을 많이 사용

네수엘라의 타르샌드처럼 비용이 더 드는 비전통 석유를 개발하는 방

하지 않고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남기는 금융 서비

향을 정당화해버린다. 왜 그럴까? 마젠 라반이 지적한 대로 석유 회사

스를 제공받았다.

들은 보유하고 있는 석유 매장량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평가받기 때

비피나 쉘 같은 석유 회사들은 주요 시장 행위자들하고 가까운

문이다.10 3 석유 회사들이 투기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도, 주식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금융 투자들을 받아들였다. 1997년부터 2009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는 실제 생산되는 석유에 기반을 둔다. 주식

년까지 12년 동안 비피의 대표를 골드만 삭스 인터내셔널의 대표이기

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려면) 석

도 한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첫 사무총장을 역임한) 피터 서덜랜드

유 매장량은 반드시 늘어야 한다. 주요 석유 회사, 가스 회사, 석탄 회

가 맡았다. 쉘은 세계 최초로 석유를 상장 지수 상품exchange

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태워버리면 기후 변화는 걷잡

와 2005년부

을 수 없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매장량은 반드시 ‘좌초 자산’10 4으

터 합작 투자를 시작했다. 원유 계약을 석유 시장이 아닌 장외 시장에

로 취급돼 투자자들이 다른 곳에 투자하게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하

서 직접 매매하게 되면서 “석유 생산자들은 펀드에 석유를 빌려주고

기를 꺼려하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면, 시장이란 화석연료에서 벗어

그 대가로 그 펀드에서 무이자로 달러를 빌릴 수 있게 됐다.”10 2

나 지속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생산, 분배, 소비로 전환할 수 있게 인

Peter Sutherland

으로 취급한 이티에프 시큐리티즈ETF

traded commodity

Securities

혼종된 투기와 엄청난 투기적 거래(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석유 선물의 양은 1984년과 2004년 사이 30배 늘었다)의 조합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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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데 가장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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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한 매장량을 찾아

될 것”
10 5

“매장량은 물리 개념이 아니라 경제 개념이다.”

주식 시장에서 석유 기업의

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라크는 그저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

다. 목표는 중동 전 지역의 석유 산업을 재편하는 것이다. ‘석유’가 아니라 ‘석유
11 2

가치는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측정 불가능

매장량’을 확보하려는 산업 재편이다.

한) 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

데 기업이 미래에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 곧 석유 보유국하고 계약을 맺은 지역

* 이란과-이라크 8년 전쟁은 1980~1988년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1979년 아야톨라 루홀
라 호메이니가 이끈 이란 ‘이슬람 혁명’의 영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서구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의 가채 매장량으로 석유 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점에서 이 능력은 기업의 자

이 이란을 침공해 전쟁이 시작됐다. 두 나라 모두 장기 소모전 때문에 큰 손해를 본 뒤 휴전 협정을 맺었다. 1

산에 관련된다. 석유를 채굴할 때, “기업은 자기가 확보한 석유 매장량을 유지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으로, 1991년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제압했

10 6

거나 늘리려고 더 많은 석유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전체 매장량은 줄어들 테고, 기업 가치도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금융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가 금융의 지배를
받을 때도, 수익은 여전히 물잘적인 석유를 채굴하고 거래해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미래의 기대 수익을 바라는 금융’ 형태인 부가

차 걸프전은 쿠웨이트가 원유 시장을 뒤흔들어 이라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1990년에
다. 2001년 9・11 사건이 벌어진 뒤, 2003년 미국과 영국 등이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삼아 ‘악의 축’
으로 규정된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 옮긴이.

** 그런데도 이라크 시민사회는 석유 기업의 이윤을 국가 법률이나 다음 정부의 조치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국가 석유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았다.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체결하는 석유 계약이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체결한 많은 계약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
았기 때문에, 만약 이라크의 다음 정권이 특정 계약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외국 기업이 제소하면 국제중재
재판소는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판결할 수 있다.

10 7

수익을 현실화하려면 말이다.

국제 석유 기업들이 석유를 더 많이 발견하려 노력하고 전문 기업들이 개발하
기 어려운 심해와 비전통적 장소를 탐사하고 있지만, 이제 매장량을 유지해줄 석
10 8

유를 새롭게 확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실제로 채굴할

변덕스런 금융

수는 없더라도 어딘가에 석유는 묻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석유가 발견된
나라에서 계약을 따내려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지는 중동
에 있지만, 국영 석유 기업이 통제한다. 이 국영 기업들은 국제 석유 기업들을 상
대로 생산물 분배 협정이나 합작 투자나 기술 서비스 협정 같은 다양한 계약 관
계를 맺고 있으며, 아무 관계도 맺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막대한 석유가 채굴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형태로 매장돼 있는 이라크
를 2003년에 미국이 침공한 뒤 ‘계약 가능한 매장지’를 찾아 나서는 방식에 어
10 9

떤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제 제재에 묶여 있던 이라크 석유

산업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이란-이라크 8년 전쟁과 1차 걸프전* 기간 동안 파손
된 인프라를 재건하지 못했고, 이라크의 국영 석유 기업은 발견된 석유 매장지의
110

3분의 1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구가 ‘석유’에 바란 게 맞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투자는 그것 자체로 금융화의 논리, 특
히 시장 이윤보다 높은 이윤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규율
된다. 발전소, 송전 시스템, 가스 액화 시스템 등 인프라에 투입되는
재정이 공공 부문에서 사적 부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채
와 주식을 이용해 그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면, 정말 필요한 일은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였을 것이다. 더 심각한 인프라 파괴
를 낳고 많은 이라크 숙련 석유 노동자들을 해외로 도피하게 만든 미국과 영국

사모 펀드는 북반구나 남반구에서 금융의 새로운 중요 원천이

의 침공 이후, 알려진 것만 따져도 600억 배럴인 매장량이 계약을 통해 국제 석

다.11 3 사모 펀드는 회사의 주식을 절반 넘게 사들여 경영권을 쥐고

유 기업에 넘어갔는데, 석유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2004년 9월, 영
국에서 나온 어느 전략 문서는 “이라크의 근대화되고 투명하고 투자 친화적인
에너지 분야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강력한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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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자산을 팔아) 수익성을 높인 다음, 몇 년 뒤 이익을 남기고 주
식을 다시 파는 공동 출자 투자 수단이다. 이 펀드에 참여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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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반적으로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 연기금, 보험 회사, 기부 기
금, 국부 펀드다.

기에 대응한 예산 삭감에 따라 축소됐다.1 2 1
이렇게 각국 정부는 재정의 금융화를 제어하기보다 탄소와 생태

이런 재원은 에너지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투자되지 않고

계 서비스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금융화 공간을 넓히려 노

(인프라 투자도 10~20퍼센트의 시장 수익률을 내지만) 일반적으로 1

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

년에 30퍼센트114에 이르는 아주 높은 시장 수익률11 5을 내는 곳에 투

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다.

자된다.11 6 그러나 재앙에 가까운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명확한 재정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사업에 투
입돼야 한다. 얼마 전까지 바람과 태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

탄소 시장의 시장 실패

되는 청정 기술 펀드는 에너지 관련 사모 펀드 투자의 10퍼센트를 차
지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2009년부터 이런 흐름이 흔들리기

환경 영향의 부정적인 문제점을 예로 들면, 에너지 안보에 관한 시장

시작해서,11 7 2010년 3분기에는 투자가 30퍼센트나 줄어들었다.11 8 ‘일

접근법을 지지하는 이들도 시장이 정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는 사

시적으로 유행’한 투자 자금들119의 전례를 볼 때, 투자 자금이 더 많

실을 인정한다. 시장 접근법 지지자들도 설명하듯이, 기후 변화를 악

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분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청

화시키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발전

정 기술 거품은 곧 사라지리라는 예측이 많다.

소에서 나오는 유해 오염 물질이나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이를테면 석

자본을 지렛대로 삼고,● 이윤을 높이며,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

탄 채굴에 따른 물 흐름의 차단) 같은 다른 환경 영향도 지금의 시장

가하는 훨씬 더 위험한 금융 수단을 사용하게 만드는 금융화의 논리

메커니즘으로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탓에 빚어진 결과라고 비슷하게

는 에너지 전환을 향한 안전하고 장기적인 재정 조달을 더 어렵게 만

설명된다.

든다.1 2 0 경기가 안 좋을 때면 정부 재정은 납세자를 긴급 구제하는

기후 변화의 사례에서 보면 이런 시장 실패는 일반적으로 탄소에

데 쓰이게 되고,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에 지원되던 예산은 자꾸 삭감
됐다. 2008년에 단행된 영국 소액 거래 은행들의 국유화와 유로존 전
역을 덮친 긴축 정책은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스페인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온 태양광 발전 차액 지원 제도fe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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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iffs

가 금융 위

● 지렛대를 뜻하는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로 큰 물건을 들 수 있다는 의미를 좇아 기업 실적의 변동을 확대시
키는 방식을 가리킨다. 재무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자본을 활용해 기업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 옮긴이.
●●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옮
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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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매기는 잘못된 방식 때문에 일어난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미리 결정한 총량 안에서 ‘생산됐다.’ 그다음 오염권은 대기업 같은 민

방식은 개별 국가의 탄소 배출량에 제한을 둬 희소해진 탄소를 거래

간 부문의 오염 유발자들에게 팔거나 공짜로 지급됐는데, 이런 방식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만드는 방안이다. 그 결과 탄소권 매매로 사

은 다른 시장에서 나타나는 유형하고 비슷하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

회(곧 정부)가 대기를 ‘탄소 쓰레기장carbon dump’으로 사용하는 데 부여

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신 지금 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하는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생겨난다. 탄소 쓰레기장을 더욱 효과적

배출하는 쪽에 보상을 준 꼴이 됐다. 이를테면 많은 유럽 기업이 배

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배출 국가들은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데

출권 거래 제도로 거저 받은 초과 ‘배출권’을 팔거나 (고객들에게) 부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시장을 거쳐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배출권

담 지운 뒤 평소대로 수익금을 화석연료 기반 사업에 투입했다.1 2 4 유

을 후발 생산자에게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럽 전력 회사들만 해도 2012년에 배출권 거래 제도로 1270억 달러의

시장은 “사회가 최소 비용 오염 감축 공급 곡선을 찾고 그 곡선에 따

수익을 올리는 횡재가 예상되는데,1 2 5 (가격으로 환산해) 유럽연합의

라 움직이게” 도와준다.1 2 2 따라서 이론상으로 보면 저탄소 경제로 이

환경 예산을 초과하는 양의 탄소가 화석연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행하는 구조적 전환은 “사기업들이 벌인 탄소 저감 혁신들의 축적”으

10개 대기업에 무상 할당됐다.

로 실행된다.1 2 3

만들어 민간 부문에 제공한 배출권은 지역이나 국가의 공공재일 뿐

그러나 탄소 시장은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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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아니라 지구적인 공공재라는 점이다.

능하게 하기는커녕,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를 부과하면
탄소 거래의 효과

서 이런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가 (충분히 비싼) 가격이 매겨진 배출권으
로 규제된다면, 기업들은 배출을 줄일 것이다. 배출량의 한계가 정해진 기업들 사
이에서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다면, 배출 감축을 매우 싼값에 할 수 있는 기업에
서는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다. 탄소 배출 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이런 시장 기반

공짜나 다름없는 수익

시스템은 가장 싼 방법으로 감축 요구량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과 기술 인센티
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이 탄소 거래가 근거로 삼는 이론이다.
이런 접근법은 오염 배출 기술을 직접 규제하거나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시장인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제도EU

Emission

식하고 대조된다. 탄소 거래는 최대 허용 한도를 설정해서 규제하려 한다. 전형적
인 배출권 거래제인 총량 거래제cap

에서는 정부 기관이 특정 기간 동안의

and trade

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오염권’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Trading Scheme·EU 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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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총량을 제한하거나 배출 상한을 정한 뒤 정해진 양의 배출권을 탄소를 배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양에서 당신이 배출하기를 바라는 양을 빼서 만들어진

출하는 주체들에게 (자주 무료로) 나눠준다. 각각의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하

가상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고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탄소 거래 계획에 포함돼 있는 오염 유발 주체는 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탄소 감축은 종이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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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 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

그리고 이 가상의 탄소 상쇄권은 증명할 수

탄소 시장은 유엔(교토 의정서Kyoto

,** 유럽연합과 몇몇 국가와 비정부 기

Protocol

점 줄어들게 돼 있고, 따라서 배출량은 사전에 결정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구의 지지 아래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 제도가 가장 큰 규모인

어느 한 오염 유발 주체에게 자기가 보유한 배출권이 필요 없게 되면, 별도의 배

데, 2010년에는 97퍼센트를 차지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오

출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다른 오염 유발 주체에

염 유발 주체들은 종종 실제 배출량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오염권을 받았다. 게

게 그 배출권을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이 이론은 배출권에 드는 지출을 최소화

다가 지속되는 금융 위기 탓에 생산이 줄어들면서 배출권 수요는 더 줄어들었다.

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면 오염 유발 주체들이 이산

배출량을 규제하는 총량 거래제에서는 경제 조건이 바뀔 경우에 최대 배출 상한

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게끔 고무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조정되지 않는다. 배출 감축은 단지 줄어드는 탄소량으로 판단될 뿐이다. 결

총량 거래제 이론에서는 설정된 상한을 준수하는지 정확하게 감시하고 측정하

과는? 탄소 가격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탄소 가격은

는 일이 중요한 구실을 맡아야 한다. 일단 배출 상한이 설정되고 배출권이 할당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강제하는 데 의미 있을 정도로 높게 형성

된 뒤에는 그 상한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그러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배

탄소 시장은 현재 배출권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거나 지나치게 적게 보유하는

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기술이 없어서 대충 측정하고 만다. 공무원, 과학자, 기술

기업들과 탄소 상쇄권을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거래하는 공급자들을 넘어 확대되

전문가가 지하에 매장된 화석연료부터 굴뚝이나 배기관을 지나 대기, 물, 땅, 식

고 있다. 상쇄권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곳으로는 은행이 있다. 그런데 은행이 배

물들 사이에서 순환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탄소 분자의 개수와 운동을 측정하

출하는 온실가스는 배출권 거래제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은행은 배출량 상한을

는 일을 맡는다. 다른 공무원들은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 국가나 기업에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이용해 수

탄소 분자 흐름의 책임을 할당하는 일을 한다.

익을 내려고 탄소 시장에 들어온다. 금융권의 다양한 투기자들은 시장에서 다양

*은 배출권을 보충하는 구실을 한다. 탄소 상쇄권은 상한

한 파생 상품을 팔고 있다. 배출권과 상쇄권을 사들인 뒤에 하나로 묶어 재포장

제 이외의 프로젝트에서 살 수 있는데, 상한이 설정된 배출 주체가 (상한이 설정

해서 판다. 지금 탄소 파생 상품 거래는 배출권과 상쇄권을 포함한 단순 거래를

탄소 상쇄권offset

credits

되지 않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대신 감축한 배출량을 구매해서 자기의 상한을

앞지르고 있다. 실제로 2010~2011년의 금융 투기는 탄소 배출 목표의 이행이

넘어서는 배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상쇄권은 흔히 지역 사회가 기대는 땅,

아니라 탄소 시장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물, 공기를 빼앗는 수력 발전 댐, 인공림, 산업형 가축 공장의 메탄 포집 프로젝

탄소 거래는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행동이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지만, 실제

트, 도시 쓰레기장에서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상쇄 프로젝트는 대개 배출 감축에

로는 화석연료 의존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고팔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을 만들

돈이 덜 들어가는 남반구에서 진행된다. 상쇄의 근본적인 개념은 상쇄권이 탄소

면서 다른 기후 변화 대응 조처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궁극적으로 탄소 거래는

감축뿐 아니라 ‘추가적인’ 탄소 감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상쇄 프로젝트가 없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의 채굴과 연소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전환을 북

다면 상쇄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상쇄권은 왜 중요할까? 탄소 상쇄권은 상

반구와 남반구 모든 곳에서 늦추는 유인책을 제공한다.

쇄권 구매자들이 탄소를 자기가 할당받은 상한선 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주

-

기 때문이다. 탄소 상쇄권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 초과 배출량은 대기에 증가된

* 배출권 거래에서 크레디트(credit)는 보통 탄소 배출권 일반을 말하지만, 상쇄의 의미를 부각하려 할 경우
상쇄권이라고 번역한다 — 옮긴이.

배출량으로 집계됐을 것이다.

**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견해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다가 2005년에 공식 발효됐다.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평균 5.2퍼센트 의무 감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속한 국가들
의 감축 이행에 유연성을 허용하려고 탄소 시장이 도입됐다 — 옮긴이.

이 ‘추가성 요건’의 문제는 상쇄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
는 데 달려 있다.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인 댄 웰치Dan Welch는 “상쇄는 당신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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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분자

도 말이다. 또한 (원유 시추 과정에서 나오는 연소가스●를 회수하는
기술 같은) 어느 한 기술을 사용해 감축되는 탄소는 (풍력 발전 같

탄소 거래의 문제는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가 부실하게 설계된 것

은) 다른 기술을 통해 감축되는 탄소하고 같으며, 산림을 보존해 감

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다루기 어렵다. 탄소 시장의 전제 조

축되는 탄소는 땅속의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 감축되는 탄소하고 같

건은 탄소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상품은 시장이 어디에 있

은 게 된다.

든 모든 시장에서 똑같이 거래돼야 한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이를테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분

면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되거나 감축되는 탄소 1톤은 미국에서 배출되

자와 (아산화질소, 메탄, 여러 종류의 수소불화탄소 같은) 다른 온실

거나 감축되는 탄소 1톤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 이런 등가

가스 분자들 사이의 등가성도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성이 없으면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

온실가스들은 각각 다른 시간 동안 대기에서 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이렇게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 하려고 탄소 시장은 탄소를
이산화탄소라는 ‘분자’로 규정한다. 그 결과 기후의 편익과 손해는 단

미치고, 온실가스 중 무엇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에 각
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도 말이다.1 2 9

순히 분자의 흐름을 수량화함으로써 측정된다. 특정 거래가 화석연료
에서 벗어나는 구조 변화를 얼마나 촉진하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문제(늘
효과적인 기후 전략의 기준이어야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셈이
다. 경제 부처에서 일하는 시장 설계자, 거래 회사, 시민단체, 그리고

탄소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분자를 사용하는 일은 기후 변화
를 화석연료 사용의 역사에서 분리하는 것이고, 경계가 있는
국민국가와 기업들이 배출하는 분자의 운동으로 기후 변화를
묶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작업인 동시에 이데올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유엔 관련 기관들은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이

기적인 작업이다.

런 과정을 거쳐 탄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 과정에는 결

— 래리 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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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타당해 보이지 않는 등가성이 있다. 이를테면 일상적인 효율성을
개선해 감축된 1억 톤의 이산화탄소는 비화석연료 기술 투자로 감축
된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하고 같은 게 된다. 이 두 행동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지금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는 매우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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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생가스(off gas)는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는 물론이고 저장 탱크나 운반선 등 천연가스 생산 시설에서
온도와 압력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il off gas)와 식물 부산물이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그
리고 원유 생산 설비의 연소가스(flare gas)를 모두 가리킨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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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지연

새로운 축적의 길

이런 등가성은 땅속에 매장돼 있는 석탄, 석유, 가스를 그대도 두는

탄소 시장이 에너지 사용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데 필요한 진정한 장기 전략을 전혀 끌어내지 못한다. 반대로 남아 있

않지만, 제약 없는 등가성의 형성은 금융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

는 화석연료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개발을 멈추는 조치

로운 방법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냈다.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의

를 미루게 한다(실제로는 장려한다). 이를테면 인도 시골 지방에 있는

등가성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를테면 멕시코의 화학 제조 업체인 퀴모

유난히 더럽고 석탄 집약적인 철강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일은

바시코스Quimobasicos가 3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오염권을 골드만 삭스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유럽(다른 곳이 그렇듯 유럽에서도 종종

와 에코 시큐리티EcoSecurities, 일본 발전 업체인 제이파워J-Power에 팔기

가난한 마을)의 발전 업체들이 유럽연합이 배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로 했다.1 3 2 제거된 수소불화탄소HFC-23(냉장고나 에어컨에 쓰이는 온

도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평소하고 똑같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

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당 0.25달러로 치고 이산화탄소 상

와준다.

쇄 오염권 1톤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에서 19.50달러(2011년 5월

시장 환경주의market

의 야심 찬 계획처럼, 탄소 상쇄권

가격)에 팔린다고 가정하면, 수소불화탄소 배출권을 파는 기업과 금

거래는 (이를테면 배출 상한에 구멍을 뚫고 외부에 있는 상쇄권을 들

융 중개업자는 모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배출권을

여와 총량 거래제를 뒷받침하는 규제를 일부 축소해서1 3 1) 지금 있는

사들이는 산업계 구매자들은 법적 배출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해 벌

환경 규제를 비효율적이게 변질시킬 뿐 아니라 복잡한 정치 상황 속

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배출권을 사용해 톤당 128.50달러를 아낄 수 있

에서 화석연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지닌 다른 규제들을 요구하

다. 산업가들과 투기자들도 싼 교토 의정서 탄소 상쇄권Certified

는 흐름을 차단해버린다. 1980년대 이래 정부와 민간 부문의 탄소 시

Reductions·CERs

장 지지자들이 입 밖에 내지 않은 좌우명 중 하나는 ‘효과적인 기후

사이에서 발생하는 6달러의 차액을 얻게 된다.1 3 3

environmentalism

변화 대응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 행동을 차단하라’였다고 해도 지

Emissions

과 더 비싼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권European Union Allowance·EUAs

중국, 인도, 한국 , 멕시코 같은 나라에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시설

나친 말은 아니다.

● 각각 다른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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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산업 가스’ 상쇄는 여전히 교토 의정서 탄소 배출권의

해 수탈되는 토지는 더욱 넓어진다.1 3 5

꽤 큰 부분을 차지한 채 탄소 오염권 가격을 지나치게 싸게 유지하게
도와줘서, 화석연료 집약형인 유럽 산업에는 제2의 ‘무상 할당’ 오염
권 같다.1 3 4 그리고 이런 상쇄 프로젝트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북반

몰수의 대수학

구 산업들을 지금처럼 계속 돌아가게 한다면, 북반구의 산업은 남반
구에서 석탄, 석유, 가스 사용이 더욱 정착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일반적으로 탄소 시장에서 일어나는 축적은 ‘탈탄소화’나 ‘탈화석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가 아니라 ‘몰수의 대수학algebra

’을 거쳐 일어난다. 복잡

of expropriation

끊임없는 경쟁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라는 유혹은 ‘CO2e

한 파생 상품 시장이 애초에 할 수 있다고 광고한 내용(이를테면 확

실질 감축=CO2e 배출 회피’라는 등식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정교화

실성 제공)하고 연관이 사라졌듯, 탄소 시장도 지구 온난화에 관련

하는 과정을 자극해서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활동의 수와 유형을 최

이 거의 없게 될 때까지 기후 의제를 선점하고 맥락을 흐리게 하며 재

대로 늘린다. 예상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 오염원의 범위와

설계하고 수학식처럼 된다. 더 큰 문제는 확실성과 기후 이익을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한 반대 상황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배출

적으로 활용하고 대량 생산 기술을 배치하려 애쓰면서 점점 더 사회

량 기준이 더 높게 설정될수록, 상쇄권 구매자와 판매자들은 이산화

적 재화의 공급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회피했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만큼 축적할 수

들이 자기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회적 재화에 말

있는 자본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이피 모건JP

이다. 원인의 하나는 금융가 조지 소로스George

과 비엔

Morgan

가 말하는 ‘재귀성

Soros

피 파리바 그룹BNP Paribas, 세계은행은 전도유망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reflexivity

’인데, 이것은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얻게 되는 관찰과 편

‘산림 파괴 회피’ 시장의 열렬한 지지자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들이

견 그리고 무시하게 되면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는 ‘경제의 기초 여건

산림 파괴의 증가를 허용하더라도, 탄소 배출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fundamentals

’을 교란하는 계산 수단에 관련 있다.

있다고 감독 기관들이 동의한 증가 수준보다 증가 폭이 덜하면 탄소

국가나 기업은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2020년에는 온실

배출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산림 파괴 회피 상쇄권이 전망이 좋다는 이

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탄소 시

유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토지 수탈이 늘어나는

장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오염 규제 수준을 더 낮추려는

데,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수록 여기에 비례

동기를 갖고 있다.1 3 6 기업은 탄소 시장을 이용하려고 수소불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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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산화질소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을 세우거나,1 3 7 환경법을 강

는 모순들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금융 세

제하거나 공포하지 못하게 정부를 설득해 새로운 상품 생산 라인을

계에서 부채 담보부 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CDO●●14 1은 기초 자산들

만들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원유를 시추할 때 가스를 태우는 행위●가

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사실상 불법인 나이지리아에서 서구 석유 기업들은 (유엔의 탄소 규

수 없을 정도로 쪼개지고 섞여 있더라도, 아무튼 실제로 존재하는 집

제 기관하고 협업해서) ‘기준 배출량’으로 설정한 이 연소가스를 제거

을 담보로 하는 특정한 모기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상쇄를 포함

하는 사업을 활용해 이탈리아와 노르웨이에 탄소 상쇄권을 판매하는

한 기후 상품의 담보는 이론상으로 보면 구체화되거나 계량화되거나

계약을 맺었다.1 3 8 물론 이 모든 일은 추가 배출의 흐름을 강화하며,

증명될 수 없다.

이런 추가 배출은 나중에 회피를 통한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회피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탄소를 상쇄하려면, 먼저 상

비뚤어진 유인책을 감안해 감축량 측정에 쓰이는 기준 배출량을

쇄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의 분자 운동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배출량

재계산한 뒤 모순을 교정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기준 배출량마저 바꿀

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독특할 수밖에 없는데, 교환을

수 있는 또 다른 비뚤어진 유인책을 만들어낼 뿐이다. 파생 상품 시장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단일하지만 임의적인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서 본 대로 새로운 시장에 필요한 계산 수단 자체가 시스템의 불안

‘회피된 배출’을 측정하는 데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갖지 않았

정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물론 시장 예측의 가능성마저 약화시키고

거나 시도하지 않았거나 가능하다고 믿지 않은, 그런 종류의 지식이

있다.1 3 9 리스크 시장이 결국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

필요하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관해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역사가와

듯이,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시장의 추진력은 유동성이 바싹 마르게 되

소설가들이 나치가 감행한 영국 침공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상상한

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교토 의정서의 탄소 시장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진짜 사실인 게 있는가?) 또한 불가능하겠지만

도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14 0

가상의 분자 운동을 아주 정확하게 수량화하는 지식도 필요하다.

증명할 수 없는 자산

탄소 상품이 지닌 여러 모순은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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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를 생산할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천연가스는 유전마다 산출량이 다르다. 유전 하면 보통 석유 시추 시설 꼭
대기의 불기둥을 떠올리듯이 지난날에는 원유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수반 가스(associated gas)를 불태웠다. 그러
나 천연가스의 경제 가치가 올라가고 가스 연소가 일으키는 환경 피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스 소각률(Gas Flare
Rate)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수반가스를 연료나 발전용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늘고 있는 셈이다 — 옮긴이.
●● 부채 담보부 증권은 모기지 같은 채권이나 부채를 한데 묶어 유동화한 파생 상품이다. 이 자산들은 특정한 목
적으로 발행되는데, 리스크, 곧 신용 등급에 따라 여러 종류의 채권으로 발행된다. 투자자들은 이 신용 등급에 따라 배
당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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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기업
들이 제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후 머니climate

를 찍어내는

money

정부를, 이사회와 국회를 오가는 엘리트를 양산하며, 시장과 국가가
모두 극소수 사람들의 좁은 이익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는다.

면허증을 소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조 지폐와 법정 지폐의

이를테면 탄소 시장은 신자유주의적 국가와 시장 엘리트들의 공

차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기후와 이산화탄소 분자에 관련된 공상

동 프로젝트다. 관료와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거

적인 등가성을 최대한 늘리려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형성되는 탄소 거

의 없다시피 한다. 골드만 삭스의 파생 상품 거래 담당인 로버트 루빈

품의 상황에서, 어떤 분석가들이 ‘서브프라임 탄소subprime carbon’14 2라는

Robert Rubin

용어를 쓸 정도로 자산 가치가 위기를 맞고 확신이 상실되면서 심각

시장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을 밀어붙인 것처럼, (교토 의정서 탄소

한 경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상품 형성의 (일시적인) 성공이 기후

시장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크리스티

행동의 실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상품 자체의 기능

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도 민간 부문에 몸담고 있을 때 추진하던 탄

이 문제가 된다.

소 시장 관련 일을 계속했을 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켄 뉴컴

과 행크 폴슨Hank

비Ken
탄소 상품은 땅속의 화석연료를 그대로 놔두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련된 질문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철저하게 분리시킨다.
14 3

— 래리 로만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돼 파생 상품

Paulson

는 세계은행의 프로토타입 탄소펀드Prototype

Newcombe

Carbon Fund·PCF

에서 (런던 금융가의 상업 은행인) 기후변화 캐피탈Climate Change Capital로,
골드만 삭스의 북아메리카 탄소 거래 부서로, 시-퀘스트 캐피탈C-Quest
Capital

탄소 거래 회사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다.14 4

사모 펀드가 에너지 인프라 개발 부문으로 확장되느냐 마느냐 하
는 문제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를테면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인도 정부는 환경과 사회 관련 규

에너지 금권 정치

제, 특히 강제 철거의 위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제의 수
준을 낮추고 있다. 또한 인프라 관련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나

시장은 종종 국가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금융화된 신자유

법규들을 비롯해 이런 규제와 법규를 없애는 게 목적인 권고 사항들

주의로 규율화된 정치 시스템 아래서는 시장과 국가의 관계가 좀처럼

을 논의하는 (골드만 삭스 인도 지부장이 포함된) 고위급 위원회도

명확하지 않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기댄다. 이런 상호 연결은 기업과

구성됐다.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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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투자자 친화형 인프라 시스템을 도입하려 경쟁하

에너지 시장을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과 상업적 이익이 서

고 있다. 얼마 전 필리핀 정부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로 맞물리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구실은 점차 무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익성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규제나 사회

너졌다. 에너지의 생산, 분배, 소비에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공적으

규제 같은 ‘규제 리스크’14 6를 피할 수 있게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인

로 참여할 여지가 좁아져,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특히 에너지 공급자

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정책이 예측할 수 없게 바뀌어 손실을 보는 투

를 바꿀 ‘자유’를 누리는 제한된 결정만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비

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기금을 마련했다.14 7 브라질 정부는 앞으로

자의 시장 선택은 모든 이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권리

5년 동안 5000억 달러를 들여 대형 댐과 핵 발전소 같은 인프라 프로

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논의와 협상을 대체

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14 8 민간 부문 투자자들의 인프

하지 못한다. 모든 이들이 그냥 전기 요금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라 프로젝트가 정부의 성장 가속 프로그램Growth

Acceleration Programme·PAC

런 논의에 참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금융가나 기업 관리자나 국가

의 하나일 경우 투자자가 낼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14 9 국가 기관이

관료가 짠 계획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인류학자인 노라 네이더Laura

모든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에서도 지금 60개 인프라 기

Nader

와 스티븐 베커먼Stephen Beckerman은 이렇게 지적한다.*

업들이 증권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1 5 0
역사적으로 산업 사회의 에너지 사용 방식은 사용자보다는 생산자들이
결정했다. …… 전력 회사들은 전체 생산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 전
허리케인이 발생한다는 예측은 멕시코 만에서 생산된 석유 가
격을 둘러싼 투기를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허리케인의 발
생 자체가 투기 대상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비슷하게 날씨 변

력 시스템을 선호했다. …… 삶의 질이 중요해질 때, 에너지에 관한 논의
는 달라질 것이다. 사용자들이 똑같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눌 때, 비

화는 (추울 때는) 난방유 가격과 (따뜻할 때는) 전기 가격의

로소 일 인당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의 사용 목적과 에너지

투기를 부추기지만, 마찬가지로 그것 자체가 어떤 선물 계약

의 생산 형태보다 뒤처지는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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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옵션 계약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모든 것의 금
융화financialization

of everything’로

묘사하더라도 금융 논리의 추상

력●을 바로 포착하기는 어렵다.
151

— 마젠 라반

● 금융 논리의 추상력은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 처음에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는 필연성에서 투기 거래
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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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금융화는 의사 결정 과정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지, 누가 혜택을 누릴
지 정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간 투자자와 기업들의 몫이 됐다. 더 많은
대중이 혜택을 얻고 장기적으로 기후를 보호하는 문제에 상관없이 투
자자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알맞은 인프라가 결정되는 일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 둘째로 큰 화력 발전용 석탄 생산
기업인 아다로 에너지Adaro

의 사례를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Energy

석탄 화력 발전소는 아다로 에너지가 생산하는 석탄을 소비해줄 기
본 수요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기후 변화에 재앙이나 다
름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한 사회를 특정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
는 에너지 경로에 고착시키는 데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
약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서 ‘방향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런 의사 결정
에 관련된 민주적 통제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
금 우리 앞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 정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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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의
정체

에너지를 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에너지 정책이 추진
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1

— 펠릭스 치우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리와
겨울철 난방 에너지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하고 고유한 ‘소문자
에너지들’과 산업 성장과 자본 축적에서 쓰이는 추상적인 ‘대문자 에
너지’ 사이의 중대한 모호성을 탐색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다룬 논
의에서 혼란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안보’가 자주 역사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관들을 섞어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라는 용어 또한 모호하기는 매한가지여서 명쾌한 사
고와 좋은 정책 결정을 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된다. 이런 모호성은
‘에너지’를 괴롭힐 뿐 아니라 사기와 선동에 쉽게 활용되기도 한다.
‘에너지’의 모호성보다 더 심한 ‘에너지 안보’의 모호성은 정치인들과
그 조언자들이 퇴행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사회 프로그램과 환경 프로
그램을 추진하면서 공포를 활용하기 쉽게 만든다.

소문자 안보 대 대문자 안보

‘안보’라는 용어의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특히 중요하다. 에너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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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안보 같은 용어는 소문자와 대문자로 각각 이름 붙일 수 있다. 한

해 영토와 생계를 지키려고 기꺼이 국가의 요청에 협력했다.

편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평범하고 다양한 보호가 있다. 당신이 일하
고 기대는 땅을 보유하기(소유), 당신의 머리를 가릴 지붕을 갖기(주
거), 깨끗한 물과 계절의 순환에 기댈 수 있기(환경), 당신이 절도와
약탈의 위협 없이 집에 걸어갈 수 있기(치안), 당신의 수확물이 수지에
맞는 알맞은 가격을 받기(거래), 무엇보다 당신이 생존을 위해 이 모
든 것에 권리를 갖기 등이 그런 보호다. 토지 점유 보장secure

land tenure

식량 안보인가 아니면 식량 주권인가
2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의무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는 활동이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식량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반면, 영양 부족, 기아, 굶주림은 빠
르게 늘고 있다. 식량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탓에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식량
을 살 돈이나 기를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식량 불안정이 늘고 있다. 지
금 식량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칼로리 섭취는 인간의 최소 일일 요구량을
크게 넘어선다. 지나친 칼로리를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자란 상태인 영

같은 개념과 함께 얼마 전부터 식량 안보food

라는 말이 널리 퍼

security

지고 있지만, ‘추상적 에너지’가 보통 뜨겁게 달아오른 난로나 쟁기를
끄는 말로 묘사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추상적 안보’도 일상의 맥락에
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개념인 안보는 언제나
공식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은연중에 제시되며, 필요할 때마
다 호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보의 또 다른 의미는 대문자 안보다. 이런 안보는 특별히 지배

양 부족은 대부분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영양
부족은 칼로리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생기는 영양실조만큼이나 큰
건강 문제가 됐다. 매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보다 기아와 영양실
조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많은 국가 기관과 규제 기관들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어도 200개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정의된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먹
기에 안전한 음식을 충분히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다. 음식이 수입
됐는지, 국내 또는 국제 시장에서 구입됐는지, 국내에서 재배됐는지는 상관없다.
식량 안보의 범위는 개인과 가정부터 지역과 국가 수준, 국제 식량 안보 논의까
지 걸쳐 있다.
그러나 풀뿌리 농민 단체들은 ‘식량 주권food

엘리트에게 중요하다. 대문자 안보는 재산과 특권의 안전이며, 빼앗긴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익을 가져가거나 그런 사람

’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이

sovereignty

용어는 1996년 세계무역기구에서 관리되는 다양한 협정들에 처음으로 농업이 포
함되자 여기에 대응하면서 등장했다. 식량 주권은 식량 접근뿐 아니라 지역민들
이 식량 시스템을 결정하고, 토지와 식수와 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들의 저항을 막아내는 데 충분한 힘에 접근할 권리다. 전통적으로 왕
이나 국가의 사업인 ‘대문자 안보’는 언제나 공유지의 ‘소문자 안보’하
고 불편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법은 사람들의 토지와 생활 수단을 빼
앗는 데 이용됐고, 때때로 지배자들의 국가를 지키는 데 동원될 수도
있었다. 왕이나 왕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전형적으로 국내외의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됐지만, 보통 사람들 또한 공동의 적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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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생존보다는 이윤을 우선하는 시장에 종속되지 않는 것 등 여러 내용을 포
괄한다.
“식량 주권은 공동체와 민중과 국가가 자기 고유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결정
하는 권리다. 여기에는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농
업 생산과 무역에 관한 보호와 규제가 포함된다. 식량 주권은 식량 안보, 식량
안전,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계획과 생활 수단, 소규모 농업을 포괄한다.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생산은 식량 주권의 핵심 특징이다. 충분한
양과 알맞은 가격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 잘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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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 있고, 건강한 농촌과 도시 공동체, 문화, 환경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차이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
4

나 그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농민들과 소농 운동은 수출 주도의 독점

공급 안보 문제라는 게 예전에는 매우 전문적인 공학자나 시
스템 운영자가 담당하는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이제는 에너지

작물 생산이 늘어날수록 토지, 식수, 숲, 종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

안보 문제를 유럽 전역의 에너지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 재무,

정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식량의 생산과 거

산업 장관들이 검토하고 있다.

래, 판매 방법을 결정할 경우 더욱 그렇다. 불안정은 식량과 토지의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더욱더 악화된다. 석유, 에너지, 탄소가 그렇듯, 파생 상품은 수확기에

5

— 안드리스 피에발그스(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

좋은 가격을 보장하기보다는 가격 차이를 이용한 투기로 이윤을 얻으려는 식량
상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 식량 생산의 10퍼센트만 국제적으
로 거래되고 있지만 국제 가격은 지역에서 식량과 농작물을 사고파는 가격을 결
정하며, 상품 투기는 가격을 더욱더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은 오늘날 ‘안보 투자’와 ‘공급 루트 확보’의 세계로 이
어진다. 이 세계는 국가 헌법과 대중의 저항이라는 지역적인 어려움을

고유한 소문자 안보와 추상적 대문자 안보 사이의 간격은 1500년

겪지 않게 다국적 기업들의 안보를 보호하는 방위 조약과 통과국 협

전후부터 명확하게 넓어졌다. 높은 임금과 봉건 체제에 맞선 도전이

정의 세계고, 미국 해군 소함대들이 유조선 항로의 치안을 확보하는

이어진 한 세기가 지난 뒤 반혁명을 개시하는 토지의 인클로저나 사

(그리고 필요하면 유조선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봉쇄하는)6 세계

유화가 유럽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 때였다. 그 뒤 인클로저를 키우고

다. 마젠 라반은 이런 세계를 ‘군사화된 시장militarised market’이라 부르고,

지속시킨 산업화 시대의 생산주의에 더불어 적대주의는 더욱 선명해

다른 전문가들은 ‘군사 신자유주의military

졌다. 안보는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이윤을 얻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세계에서는 공식적인 전쟁의 사상자는 꼼꼼하게 정리되지만, 사유화,

자산에 접근하는 안보가 됐다. 대문자 안보는 상업 거래의 국제 흐름

경제 제재, 공급과 수요라는 ‘일반적’ 작용에 따른 훨씬 더 많은 사상

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항하거나 식민화된 사람들을 억압

자는 아무도 추적하지 않는다. 여기서 작동하는 대문자 안보의 최신

하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원자재의 흐름을 보장하

판본은 또한 ‘우산’인데, 그 우산 아래서 전쟁을 통해 초과된 자산은

고, 오랜 사회적 관계들을 산산이 깨부수는 것이었다. 양적인 상품 논

정기적으로 파괴되고, 건설, 기계, 서비스 같은 산업의 (전 미국 부통

리는 그것 자체로 공유지에 관계된 생존권에 대립했다. 에너지가 그렇

령 딕 체니Dick Cheney가 쓴 용어를 빌리자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

듯 오늘날의 대문자 안보는 인클로저와 무한한 양적 성장을 거쳐, 서

다.8 그리고 오늘날 사용하는 에너지 안보라는 문구의 다양한 변형하

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체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발전했다.

고 다르게, 이런 안보는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의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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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현한다.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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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공동 외교 정책?

Community·EEC

2006년 1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그리고 이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가스 가

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집행위원회에 국가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는 권한을

를 만들기로 한 그날에 체결됐다. 그러나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대

격 분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가스와 전력 시장을 완성할 뿐 아니

부여하는 결정을 하면서 머뭇거렸다. 국영 에너지 회사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

라 유럽연합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에너지 외교 정책 전략을 마

지하던 각국 정부는 탄화수소 수출국을 상대로 (유리한)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9

련할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 요컨대 공동 에너지 정책Common Energy Policy이다.

모색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대체로 유럽 차원으로 책임을 지나치게 넘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통합과 자유화와 경쟁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그리

주는 방식에 덜 열정적이었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하고

고 국경을 가로질러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가스 회

긴밀한 에너지 관계를 맺어왔다. 두 나라 사이에 연결된 가스관은 세계에서 가장

사들과 전력 회사들에게 유럽 전역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해야

긴 가스관 중 하나다.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이 (잠재적으로) 러시아에 맞서 경쟁

한다는, 불안정하지만 오래된 목표를 갖고 있었다. “내부 가스 시장의 적절하고

적이고 대립적인 태도를 취할 때, 독일은 ‘상호 의존으로 관계 회복Annäherung

지속적인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지키려고 마련된 2010년

Verflechtung

*를 조종할 수 있게 유럽

의 규정에 따르면, 2013년 12월까지 가스 역류reverse

사실상 유럽의 기획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질 만했

flow

10

durch

14

’이라는 협력 전략을 채택했다.

지만, ‘다양성’에서 ‘통합’으로 전환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

전역의 가스 시스템 사이에 상호 연결이 완료돼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유럽 내부의 에너지 시장은 미국하고 다르게 외부 에너지 공급

15

다.

“유럽이 점점 통합돼가는 추세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정책
16

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 지역의 화석연료 매장량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처지에서 가장 국가적인 영역으로 남았다.”

(석탄이 영국과 독일에서 산업혁명의 엔진이었지만) 세계 석유 매장량의 1퍼센트

럽연합이 나부코 가스관을 지지한 이유 중 하나다. 나부코 가스관은 “눈에 띄는

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퍼센트, 세계 석탄 매장량의 4퍼

목표를 위해 통합을 유지하고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

센트에 그친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인데, 천연

로 기능한다.

17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에너지 영역에서 몇몇 직접적인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가스 수입량 중 85퍼센트가 러시아와 노르웨이, 알제리에서 오고, 원유 수입량의
11

이것이 유

(그러나 사회적 변동과 경제적 변화가 뒤

(마침내) 부여했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회원국들이 채택

따르는 지역화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충분히 발전하면, 화석연료의 수입을 꽤 많

한 2009년 6월부터 집행위원회는 간접적인 권한을 가졌는데, 이 목표는 유럽연

이 줄일 수 있다.)

합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퍼센트 줄이고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

50퍼센트를 이런 곳들에서 수입한다.

집행위원회는 대외 에너지 정책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지

18

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퍼센트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스본 조

만, 여러 측면에서 에너지는 지금까지 회원국들을 대리하는 다른 외교 정책을 보

약에서 에너지는 집행위원회와 개별 회원국들이 ‘공유한 권한’으로 정리됐는데,

완하는 공동 외교 정책의 대리물이 됐다. 이것은 “회원국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공급에의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바깥의

12

외부의 ‘그들’에 대처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협정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결국 리

공동 (에너지) 외교 정책을 마련하라는 압력은 더 강한 내부의 ‘우리’를 만들려는

스본 조약은 적어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유럽 공동의 외교 정책을 구축하는 제도

의 지팡이에 기대는 유럽의 양자택일식 의존”이었다.
13

시도에 밀접히 연관됐고,

회원국들의 에너지 정책을 넘어선 권한을 거머쥐려는

19

지난날 에너지 협력은 유럽 통합의 출발점이었지만, (내부 에너지 시장에 반대
되는) 내부의 공동 에너지 정책은 없었다. 1951년의 ‘파리 조약’으로 유럽 여섯
개 국가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를 결성해 오늘날 유럽연

and Steel Community

합의 초기 모델이 됐다. 그리고 우라늄 공급을 규제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가 시작된 1957년 ‘로마 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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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반을 제공한다(회원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도에도 관련됐다.

-

* 유럽 가스관은 주로 러시아에서 유럽을 향해 한 방향으로 수송되는데, 가스 역류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유럽 내부와 우크라이나로 가스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 옮긴이.
** 리스본 조약의 100조는 이렇다. “조약에 명시된 다른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럽연합 이사회는 경제적
인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처로, 특히 특정 상품 공급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경우, 특히 에너지 영역인
경우 회원국들 사이의 연대의 정신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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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하게 생산주의의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새로운 무기 구매자들은 중동 석유 생산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

인식하게 됐다.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이익이라는 목적 아래 힘쓰는

됐다.2 2 1963년에 중동은 국제 무기 수입에서 10퍼센트를 차지했지만,

어떤 것, 상품이 성공적으로 거래되고 부가 축적되고 있을 때 얻을 수

10년이 지난 1974년에 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 가격이 치솟자 그 비중

있다고 얘기되는 것,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단순한 환경 조건이 더는 아

은 36퍼센트가 됐다. 새로운 ‘무기 달러-오일 달러Weapondollar-Petrodollar’

니다. 안보는 그것 자체로 희소성을 갖는 국제적인 상품이 됐다. 스스

연합이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 석유로 촉발된 ‘군사화’는 중동 지역에

로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돼야 하는 세계적인 경제 순환의 수량화

서 증가하는 에너지 갈등의 원인이자 결과가 됐다. 결과적으로 서구

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됐고, 이 경제 순환에 속한 상품들은 결코 충

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돼버렸

분할 수 없다.

다.2 3 최적의 석유 가격과 지속적인 무기 판매는 1990년대에 페르시아

이런 전환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먼저 산업 시대에 무기 제품은

만 인근 정부들이 실행한 군비 확장2 4에 더해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과 개방된 생산 라인이 필요”하고, “무기 수요

장기화하고 악화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뒷받침됐다.2 5 많은 무

가 낮아질 때 민간용으로 쉽게 전환될 수 없다”는 점이다.2 0 그렇지만

기가 중동 국가 내부의 시위자들을 향해 사용됐는데, 특히 2011년 ‘아

전통적으로 무기 수요는 불안정했고, 전쟁은 어느 시점에만 발생했다.

랍의 봄’ 때 그랬다.2 6

20세기에 접어들어 유럽의 생산 강대국들이 다다른 해결책은 평화 시

새로운 상업적 ‘석유-무기 결합체’는 앙골라, 콜롬비아, 콩고, 버

기에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었다.

마, 시에라리온, 수단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곳에서는 오일 머니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전쟁이 미칠 영향에 초조해하던 미국이 무기 수

정부와 반군과 군벌에 돌아가는데,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무기를 사

출은 공식 외교 정책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무기 계약

들여 더 많은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 군사화가 더 진척된다. 반면 중

에 기대어 성장한 기업들이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상적인 해외 무

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미국 같은 국가에게서 무기를 포함

기 매매에 맞춰 과잉된 능력에 대응하라며 가하는 압력을 미국과 유

한 군수품과 기지와 훈련이라는 ‘3중의 축복’2 7을 받아왔다. 이런 축

럽은 무시할 수 없었다. 1950년대를 전후로 미국 전체 무기 수출의 95

복은 “군사 외교의 역사에서 확실히 드문 위업”이었고,2 8 카자흐스

퍼센트는 원조 형태였다. 2000년 들어 그 수치는 25퍼센트로 떨어졌

탄 같은 경우는 “경쟁적인 무기 거래의 진원지”가 됐다.2 9 이런 군사

고, 무기 산업은 거대한 국제 무기 거래를 지키려 외교 당국자의 환심

화 유형은 “경제 확대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확립하려는 목적”이

을 사거나 매수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민간 산업’으로 바뀌었다.2 1

면서, 경제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3 0 다양한 방식의 위협을 통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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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틀이 갖춰진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먹이 사슬을 따라 거듭된

정책을 시행하며, 무역 장벽을 낮추고, 계약과 사유 재산의 신성함을

다. 이를테면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회사에 고용된 민병대가 정부 관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3 4 에너지, 물, 위생, 식량, 의료

리들하고 결탁해 송유관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훔친 석유를 암시장에

가 점점 더 시장을 거쳐 공급되면서, 빈곤과 사회적 분열은 더 악화했

내다 판 돈으로 자기 나라 군대의 소총, 기관총, 로켓 추진 유탄 발사

다. 어떤 전쟁보다도 사람을 많이 죽이는 구조적 폭력이었다.3 5

기를 산다.3 1

‘안보의 상업화’가 이어지면서 아주 최근에는 군대와 경찰도 사유

그러나 마젠 라반이 한 말처럼 “격언에 이르기를 자본은 무기를

화됐다. 오늘날 보안 용역 회사들은 군대와 교도소와 경찰이 맡던 영

동반하거나 무기에 내재할 뿐이지, 무기를 뒤따르지는 않는다”3 2면,

역에서 큰 몫을 하면서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심지어는 석유

무력은 자본을 뒤따르고 자본에 내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페르시아

기업들의 용병 구실을 맡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무역 협정의 물결은 대

만이나 이란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석유 자원에 서유럽이 접근할 수 있

기업의 투자 환경을 ‘특정 기업을 위한 아주 새로운 사유 재산권’으로

게 보장하려고 미국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쿠-트빌리시-

바꿈으로써 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었다.3 6 그렇게 북미자유무

세이한 송유관은 부분적으로 카스피 해 지역의 새로운 지정학 질서를

역협정과 뒤이은 양자 협정들은 (거의 틀림없이 교토 의정서도) 대중

굳건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 송유관은 아브하즈, 그루지야의 남오

에게 입힌 손해 때문에 기업이 제소되는 일이 없게 안전 장치를 제공

세티야, 터키의 쿠르드 지역을 포함한 서로 다른 분쟁 지역 일곱 곳을

한다. 심지어 국내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라도 말이다. 2003년 미국 행

관통하거나 근처를 지나간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양

정 명령 13303은 비이라크 기업이 형사나 민사 제소를 일괄 면제받게

의 석유와 가스”는 다양한 수송관 옵션을 촉진하거나 위협하면서 다

보장했는데, 그 범위는 석유의 탐사, 생산, 판매에 관련해 이라크에서

방면으로 소비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에 극적으로 대비된다.3 3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이른다.3 7 나중에는 비피와 중국석유공사의 합

무기 달러-오일 달러 연합을 따라서 ‘오일 달러-은행 달러Petrodollar-

작 사업체가 이라크 정부를 상대로 따낸 수익성 좋은 석유 계약에 석

Bancodollar

’ 연합도 나타났다. 서구 은행에 맡겨진 (역외 금융, 헤지 펀드,

유 탐사와 시추 지역을 보호할 이라크군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들

투기 자본 이동의 자금원이기도 한) 중동의 석유 수익은 남반구 정부

어가기도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라크군이 저지른 어떤 인권 침해

들의 대부금으로 쓰였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 상환 압박에 묶인 채

에서도 비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비피가 고용한 민간 보안 회

무국들은 결국 외국 기업에 굴복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

사에 주는 경비도 이라크 정부가 지급하게 돼 있다.3 8

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규정을 제거하고,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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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20세기에 두 차례나 큰 전쟁을 겪었는데도, 군인들이 적을 향해
법조인, 은행가, 브로커, 경제학자, 지리학자, 지질학자, 공학

다시 정확하게 총을 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 수십

자, 언론인은 군 장성, 개발 사업자, 국방 분석가, 환경 운동가

년 동안 적들의 반응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좀더 현대화된 훈련을 시

하고 똑같은 확신을 갖고서 에너지 안보를 말한다.
39

행하면서 좀더 즉각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적을 사살할 수 있

— 펠릭스 치우타

게 됐다. 실제로 모든 종류의 보안 관련 노동자들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쓰면서 좀 더 생산적이 됐다. 기계화의 증대는 천천히 직
안보 상품의 논리는 국가 안보 기관의 전통적인 구역까지 서서히

접 손을 써서 저지르던 지난날의 노동 집약적 만행을, 보안 전문가인

침범하고 있다. ‘경제 문제인 전쟁’은 이미 2차 대전 때 공식 논의의 주

스티브 라이트Steve

제였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의 대표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가

은 것으로 대체했다.4 0 이자율이나 깨끗한 환경처럼 경제 행위의 배경

베트남전을 치르던 미국의 국방장관 자리에 있던 1960년대에, 전사자

이 되는 조건으로 고려되던 다른 요소들처럼, 대문자 안보는 이제 정

집계와 비용-편익 분석은 전쟁 관리에서 일반적인 요소가 됐다. 기업

치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고 조반니 아리기Giovanni

경쟁이 심해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생명에 비용이 드는 ‘노동 집약적

기업의 절약 논리’라고 말한 것 속으로 더 깊게 들어왔다.4 1

McNamara

가 ‘고문과 인권 침해의 대량 생산’이라고 일컬

Wright

가 ‘자본주의

Arrighi

인’ 해외 전쟁에 미국과 유럽 대중이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과정에서는 무기와 감시 기술을 팔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일

안보 상품의 생산은 더욱 기계화되고 더욱 자본화됐다. (국가 안보에

이상으로 ‘수요 관리’를 할 기구가 꼭 필요하다. 현대 기업이나 국가

관한) 법의 집행은 일반 상품을 처리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형태로 진

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오늘날의 안보 기관들도 끝없는 생산성에 필

행됐다.

요한 수요나 관료들의 업무를 운에 맡길 정도로 어리석은 구석이 있

그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정부 계약을 따려는 사기업

다. 구소련의 붕괴는 세계 모든 곳에서 새로운 안보 이슈를 찾아내라

들은 크루즈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 초계기, 차세대 식별, 감시, 감식

는,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압력을 좀더 키웠을 뿐이다.4 2 오늘날 산업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무기 사용자들에게 (적을 기절시키고, 불구

화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보 위협 대상’에는 중동의

로 만들고, 못 움직이게 하고, 질식시키는 등) 더 폭력적인 방식을 제

여러 국가에서 자기 권리를 빼앗긴 젊은이들, 가뭄과 실업과 토지 상

공하는 무기와 (이를테면) 인종적 특징을 감식해 공격 대상을 자동으

실의 위협에 직면한 난민과 빈민층, 자원 채굴에 저항하는 토착민과

로 선택하는 무기도 개발했다. 기계화는 또한 인간의 몸으로 더 확장

환경 운동가들이 포함된다.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겁탈당할 위험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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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보를 위협
43

하는 요소로 바뀌게 된다.

무언가를 불법화하는 데 이용되는 현대

언어의 말투가 근대 초기 유럽에서 숲에 기대어 살아간 마을 사람들
과 ‘성장을 위한 성장’의 초기 판본에 저항한 다른 시민들을 낙인찍는

수단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강조점은 ‘국경을 보호’하고 사기업들에
48

49

에너지를 공급 함으로써 ‘경제적 성과와 성장’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역내의 적합한 자원량은 경제적으
로 수용이 가능한 조건일 때 사용되거나 전략 비축량으로 유지됐다.” 그리고 “접
50

근 가능하고 안정된 외부 자원은 적절한 곳에서 전략 비축유로 보충된다.”

‘경

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진

데 쓰인 관용구들하고 무척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테면 ‘법이
나 종교 없는 약탈자들’은 ‘가장 위험한 문둥병자들하고 함께’ 사회를
44

감염시킨다는 낙인을 찍었다.

행되지 않는다. 외부 자원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보조금과 군비 지
출도 논의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가스 수출 정책에 관한 논의가 대중의
51

‘공포, 불안, 취약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는 데 맞춰져 있더라도 말이다.

시민 자유 감시 단체인 스테이트워치

공급에 집착하고 군사적 의미를 함축하는 생각은 모두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가 말하는 ‘공포와 불안감의 영속화’4 5는 또다시 기업의 주된

윈스턴 처칠은 1912년에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새롭게 석유를 동력으로 움직이

Statewatch

는 영국 해군이 쓸 석유를 영국 해안 밖에서 얻는 방법에 쏟는 관심을 보여주려
고 ‘에너지 안보’라는 용어를 선구적으로 사용했다.

관심사가 됐다.
간단히 말해 ‘안보 통치’는 누군가의 생존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것일 뿐 아니라 계약을 반드시 유지할 권리, 곧 살아

미국 정부에 에너지 안보는 주로 ‘가격 상승의 충격’을 피하고, (특히 석유의)
52

‘최대 연료 매장량을 가진 지리적 장소’ 를,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 통제하려
는 시도에 관련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부는 가끔 에너지 안보를 (불가능한)
‘에너지 독립’하고 동일시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갈 권리가 화석연료 산업주의의 ‘‘정상적인’ 일상적 작동’의 일부가 된

낮지도 않게 특정한 가격 범위를 유지하도록 군사화된 국제 에너지 시장을 지

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4 6 여기서 폭력은 서슴없이 행사되고, 폭력을

탱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한 사실은 틀림없다. 역사적으로 시장과 폭력이 통합된

당하는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한다.

53

가격 시스템은 전쟁 중일 때하고 똑같은 ‘전쟁 없는 긴장’에 크게 의존했다.

페르시아 만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어떤 시도도 미국의 ‘중대한 이익에 맞선
공격’으로 여기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 정책이 만들어진 1980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를 사실상 ‘동의어’로 묘사하는 데 일관된
54

의지를 보였다.

“에너지는 미국 경제의 생명선이다. 에너지의 흐름이 차단되면
55

에너지 안보, 여러 의미들과 단 하나의 추진력

경제는 죽는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 독립은 국가 안보의 문제다.”

여러 해에 걸쳐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써왔다. 그러나 에너지

말하는 경제는 모든 이들이 살 권리에 맞춰 조직된 경제가 아니라, 자동차화된

안보가 화석연료의 자급자족, 구매 계약의 신뢰, 군사 방어가 가능한 석유 거래

개인 가정, 배제된 정치, 구조적인 폐기물 생산이 특징인 경제다.

경로, 사고와 공격에 취약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의 보호 등 무엇을 의미

국도 군사적 요소만큼이나 기상 조건, 산업 관계, 공장과 인프라의 유지와 투자

하든 간에, 근본적인 관심은 에너지 안보가 생활 수단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공
유가 아니라 이윤 중심의 산업 시스템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하는 데 있다. 전형
47

적으로 이 에너지 안보는 ‘전쟁’의 논리와 ‘통합’ 안보의 논리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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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유럽처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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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에너지의 수입과 저장과 배분을 위한 안정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건설하는 데 중점에 둔다.
유럽과 미국하고 다르게 에너지 수출국들은 종종 에너지 안보를 공급 안보가

이를테면 유럽의 공식 문서는 대부분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아니라 수요 안보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 수요는, 다시 말하지만 산업 시스템

맞춘다. 그러나 일차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요리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의 수요지 생활 수단의 수요가 아니다. 사회적 혜택(베네수엘라, 노르웨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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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위한 재분배(알래스카)를 목표로 삼아 화석연료로 생긴 부의 일부를 쌓

불안을 낳는 에너지 안보

아두려 노력해온 몇몇 국가와 정부도 안보를 생산주의적 시장에 의존한다.
화석연료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러시아 정부는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면
서 국영 기업들을 빠르게 사유화했다. 그 뒤 석유와 가스의 국가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려 몸부림을 치는 내내 러시아는 채굴 기술을 개선하거나 해외로 보낼 가

대문자 안보의 반민주주의적인 편향이 에너지 안보의 이론과 실제에
불가피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대문자

스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필요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스를 수입해 장
기 수출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중동 지역에서 마음대로 손쉽게 석
유를 증산할 수 없는 나라들은 석유와 가스의 수출 가격을 높여야 하지만, 사우
디아라비아처럼 초과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생산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
중앙아시아 지역의 내륙 국가들은 러시아, 유럽, 중국, 인도로 연결될 장래의
수송관 노선의 안보 같은 다른 시각에서 에너지 안보를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북수단은 에너지 안보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수송관을 사용하는 대
가로 부과할 수 있는 (현금이나 에너지로 지불하는) 통과 수수료에 관련된다. 다
른 한편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에는 에너지 안보가 심하게 변동하는 연료(특히 석
유) 가격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석유가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남반구 국가들의 국제 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의 다른 정의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뿐 아니라 기후 안정성이나 다
른 환경적 고려들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살아갈 권리를 중심에 두는 경우는 거
의 없다. 무한한 양적 성장의 역동성에서 벗어나고, 겨울에 충분한 난방을 모든
공동체에 제공하며, 전기나 다른 에너지를 탈상품화할 필요는 전혀 언급하지 않
는다. 반대로 정확하게 이런 생존 지향형 수단들을 위협하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
가 말한 대로 에너지 안보는 대체로

Wyn Jones

산업화된 국가들이 전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만성적 불안에 시달리는 현재 상태
58

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다.

정치학자 더그 스토크스Doug

문자 에너지 안보와 소문자 에너지 불안들 사이의 직접적이고 필연적
인 관계는 명확하다. 이를테면 니제르 삼각주에서 그 지역의 개울, 홍

림으로써 안전한 수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춘다. 정치학자 리처드 윈 존스Richard

에너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볼 때, 대

수림, 민물 늪, 삼림지에 의지해 생계와 생존을 이어가는 3000만 명은
물고기가 죽고, 농작물이 시들고, 홍수림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
다. 그 지역의 노후한 수송관과 다른 인프라에서 여러 해에 걸쳐 유출
된 석유의 양은 2010년 멕시코 만에서 비피가 일으킨 악명 높은 유출
사고를 사소해 보이게 한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웅웅 소리와 타
닥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던 불법적인 가스 불기둥이 하늘을 24시간
동안 밝혔다.6 1 기후 변화가 심각해졌고, 공기도 벤젠, 벤조피렌, 톨루
엔, 아황산가스, 산화질소, 수은, 비소, 크롬에 오염됐다. 이 가스 불기
둥은 전기가 부족하고 심지어 깨끗한 식수도 구하기 힘든 지역의 가

와 샘 라파엘Sam

Stokes

을 인용하자면, “서구를 위한 에너지 안보는 주로 나머지 국가들에는 불안

Rap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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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뜻했다.”

정들이 겪는 어둠에 아주 뚜렷하게 대조된다.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62

따라서 만약 ‘대문자 에너지’와 ‘대문자 안보’가 둘 다 생존권에 적대적인 신호
를 주는 개념이라면, 이 둘을 조합한 ‘대문자 에너지 안보’는 이중의 불행이다. 니
제르 삼각주에 사는 어느 주민이 자기 땅 주변에서 사업을 개시한 석유 회사를
언급하면서 한 말에 에너지 안보 개념의 극단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 놀랍도록
딱 들어맞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만 빼앗지 않아요.

41세다.
필Michael

이 지역을 여행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에게 “영국에서 석유로 살아가는 내 삶의 평온함과 석유의

Peel

주요 생산지 중 한 곳에서 원유가 내뿜는 독성 물질의 영향 사이에
있는 불편한 비대칭”은 명확했다.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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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160

그런 양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반복됐다. 이를테면 콜롬비아 북부

161

에서 토착 공동체 같은 공동체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노천 석

유럽에서 대형 발전소, 정유소, 폐기물 처리장, 공장 등이 일으키는 대

탄 광산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여기서 채굴된 석탄

기 오염 때문에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의 비용이 1690억 유로에 이른

중 70퍼센트는 유럽으로 수출된다.6 4 방글라데시 풀바리Phulbari에서는

다고 추정한다.6 9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돼 인

그 나라 최초의 노천 석탄 광산으로 지정되면서 강제 추방에 저항하

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에서 석유와

던 마을 주민들이 총에 맞았다.6 5 중국에서는 해마다 2만 명이 석탄

가스의 채굴과 수송, 정제는 “다른 모든 지방 정부와 농업, 광업, 공업

광산 사고로 죽어간다. 메로에 댐Merowe

에 마을을 내주고 쫓겨난

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고체와 액체 폐기물을 만

수단 주민들은 물이 거의 없는 사막으로 가야 했다. 에콰도르의 아마

들어낸다.”7 0 굴착 작업 때 뽑아낸 물은 바닷물보다 보통 4배 더 짠맛

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텍사코(지금의 셰브론)는 초대형 유조선 엑

이 나고 많은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핵 발전소 배출

손 발데스호가 1989년 알래스카에서 좌초해 유출한 석유보다 더 많

수보다 100배 더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한다.

Dam

은 양을 땅에 쏟아부었고,6 6 1964년에서 1992년 사이에 화학 물질이

에너지 안보의 폭력성은 몰수와 오염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국제

가득 든 폐수를 하천 유역에 어마어마하게 내버렸다. 에콰도르 정부

석유 시스템상 원자재 생산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국

는 이 사건을 ‘아마존의 체르노빌’이라 부른다. 2011년 2월이 돼서야

가의 책임성과 법치의 약화, 빈부 격차의 확대, 군사화, 박탈과 불안

비로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182억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등은 익숙한 현상이다. 이를테면 석유가 많이 나는 나이지리아의 삼

판결이 났는데, 기나긴 대중 투쟁이 낳은 결과였다.6 7

각주 지역 주민들은 “석유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대한 부

화석연료가 타는 곳에서는 더 미묘한 폭력도 느껴진다. 석탄은 너

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분노를 낳는데, 거대

무 오염이 심해서 유럽 사람들은 몇 세기 전만 해도 굴뚝이 없으면 집

한 부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그런 기업에 결탁하고 있다는 비난

에서 석탄을 쓸 수 없었다. 굴뚝은 석탄의 에너지가 “그때 나오는 오

을 받는 공동체 지도자를 향해서도 똑같이 분노가 솟구친다.”7 1 소수

염 물질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 연기를 멀리 보냄으로써 “세계

의 부패 때문에 생기는 다수의 빈곤은 “원유 때문에 일어나는 내전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됐다.”6 8 반면 가정의 “매우 깨끗한” 전기는 전력

연장되고 확대되는 데 한몫했다.”7 2 다른 석유 생산국들 또한 대중들

을 생산하는 곳에 엄청난 양의 오염 물질을 집중시킨다. 자가용, 트럭,

의 ‘폭발적인 기대치 사이의 차이’7 3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격차는 ‘국

비행기, 배의 연소실은 오염 물질을 모든 곳에 퍼뜨린다. 유럽에서만

내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74으로 불렸고,

해마다 거의 50만 명이 질 나쁜 공기 때문에 죽는다. 유럽 환경청EEA은

‘반란, 폭동, 내전의 기폭제’가 됐다.7 5 이런 불균형은 또한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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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탄광업과 화석연료로 동력을 만드는 제조업 부문이 더욱 장

지로 전환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조의 결정은 오사마 빈 라덴이 서구

려되면서 농촌 주민들이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되는 인도 같은 나라

에 대항해 무기를 들자고 선포하는 빌미가 됐다.76

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 채굴은 자르칸드Jharkhand, 차티스가르

똑같은 이유에서 중앙 집중식 통제 대상이 되면 될수록, 곧 몇몇

Chhatisgarh

, 오리사Orissa 주에서 살아가는 토착민들의 삶과 드넓은 대지

기업이나 정부 부처의 손에 에너지 안보가 더 많이 맡겨질수록, 에너

에 있는 숲, 땅, 물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 서벵골 주 싱거Singur에서 1

지 시스템은 거대 발전소들하고 서로 연결된 송전망, 수송관, 수로에

만 5000명의 생계를 짓밟고 비옥한 토지를 차지해 자동차 공장을 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사고와 폭풍,7 7 또는 에너지 트레이더나 폭

으려던 타타Tata 재벌이 폭력적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력 집단의 행위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상호 연결의 증가에 따른 ‘위

오직 지역 주민들의 결연한 저항이었다. 이런 사례들은 인도의 많은

험의 확산’과 시스템 요소 사이의 ‘긴밀한 결합’은 역설적으로 시스템

지역에서 벌어진, 내전에 가까운 물리적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훨씬 취약해지는 길을 열어젖힌다.7 8 마젠 라반에 따르면, “네트워
크의 취약성은 인프라의 (물리적) 집중이라는 …… 광대함뿐 아니라
한 장소의 공급 붕괴가 일정 지역이나 심지어 세계적인 규모에서 영향

에너지 안보의 내적 불안정

을 미칠 수 있는 연결성에서도 유발된다.”7 9
얼마 전부터 언급되고 있는 잠재적인 불안정성 중 하나는 발전소

대문자 에너지 안보의 모순 중 하나는 피할 수 없는 불안정성이다. 대

와 전력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가져올 ‘재앙이나 다름없는

문자 에너지 안보의 논리는 소문자 안보들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

결과’에 관련된다. 그런 공격이 미칠 영향은 전국을 동시에 호되게 공

문에, 에너지 안보식 통치는 언제나 석유 채굴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격하는 대형 허리케인 50개가 가져올 피해에 맞먹는다고 한다.8 0 유럽

부터 댐 건설로 가난해진 사람들, 발전소가 일으킨 오염 탓에 병든 사

연합이 제안한 ‘지능형 계량과 감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그리드’●

람들, 농업 연료 플랜테이션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에 이르기

는8 1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률과 발전기 운전 사이의 실시간 피드백을

까지 숱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이 더욱 확대

가능하게 하지만,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보호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

되고 군사화될수록, 지방, 국가, 종교의 측면에서 다른 논리를 따르는
공동체들의 저항과 거부의 분위기도 더욱 확산된다. 사담 후세인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시 주둔한 미군 기지를 영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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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만
석유를 ‘필수’ 자원으로 생산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계
들에서 벗어난 채 석유 자체에 내재한 권력은 없다.
82

— 매트 후버

약 안보가 부족하다는 대답이 나온다 해도, ‘대문자 안보’를 더 많이
축적하는 선택은 안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 뿐이다.
물론 생산주의는 그런 모순들을 다루는 기발한 방법을 갖고 있다.
대문자 안보와 소문자 안보 사이의 간격, 대문자 에너지와 소문자 에

증대하는 대문자 안보의 상품화가 이런 모순들에 더해질 뿐이다.

너지 사이의 간격, 그리고 심지어 상품화된 대문자 안보와 비상품화

시장화된 상품으로 진화함에 따라 대문자 안보는 점점 안보 자체하

된 대문자 안보 사이의 간격 탓에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파국은 시

고 정반대가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안보는 그것

장 또는 시장하고 비슷한 ‘해결책들’의 대상이 된다. 대문자 에너지를

이 무엇이든 안보 시장이 만들어내는 상품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

좇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들’은 생산주의의 승수 효과로 작용해

다. 그렇지만 상품화된 안보 시스템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숫자

점점 더 많은 대문자 에너지를 찾는 ‘필요’를 창조한다. 더 많은 대문

인데, 안보 상품은 이를테면 소비되는 돈, 에너지, 노동의 단위당 사

자 안보를 생산하려는 충동에 뒤따르는 ‘불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훨

망자 수처럼 양적 효율성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

씬 더 신기한 대문자 안보 상품과 전략이 나설 게 틀림없다. 무한히

고는 수확 체감이 시작된다. 안보 상품의 생산 증가와 축적은 안보를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생산은 자기만의 치료법이 되고 실패는 더

유지하려는 시도가 맞닥뜨려야 하는 정치 현실 같은 인간적 현실을

큰 성공을 향한 기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추종

다루는 과정에서 점점 쓸모없어지게 된다(물론 소문자 안보들을 체계

하는 ‘성장을 위한 성장’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은 완벽해진다. ‘기술

적으로 옹호하려는 움직임에 충돌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따라서 미

을 위한 기술,’ ‘폭력을 위한 폭력’, ‘전쟁을 위한 전쟁’은 이익을 얻을

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공습 초기에 빠르게 전개한 압도적인 ‘충격과

수 있는 더 확장된 기회라는 똑같은 근본 주제에 바탕을 둔 로코코

공포 작전’도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50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

양식●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황을 막을 수 없었다.8 3 몇 년 동안 질질 끌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사상자 1명 대비 베트남인 사상자 19명이라는 ‘살상률’조차 미국의 최
종 패배를 미리 막는 데 효과가 없었듯이 말이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
은 이제 대문자 안보에 쓰이는 수천 억 달러가 결국에는 정말 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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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신뢰할 수 없기로 악명 높은 국가전력청NEPA
은 나이지리아전력지주회사PNCN로 이름을 바꿨다. 회사 이니

에너지 안보는 ‘모든 것의 안보’를 의미할 것이다. 자원, 생산 공장, 수송
네트워크, 유통 매장과 심지어 소비 양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곳’,

셜이 바뀌자 이니셜이 상징하는 내용도 바뀌었다. ‘언제든 전

곧 유전, 송유관, 발전소, 주유소, 집 등.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 곧 자원

기를 기대하지 마세요Never

고갈, 지구 온난화, 테러, 그 자들과 우리들에 관해서까지. 이런 논리는 안

이름을 바꿨어요Problem
Light

Expect Power Anytime’가

‘문제가 생겨

Has Changed Name(촛불을

켜세요Please

Candle)’가 됐다.
84

— 마이클 필

보를 둘러싼 각각의 모든 것에 최대한으로 투자를 한다. 적어도 잠재적으
로, 그 결과는 파놉티콘panopticon●식 안보 정책을 정당화하는 안보의 파놉
88

티콘적 관점이다.

그러므로 대문자 에너지 안보가 소문자 에너지들과 안보들을 약

이런 관점에서 안보라는 용어의 다면성은 정치적으로 매우 유용

화시킬 때, 그 결과로 나타난 결핍은 더 많은 대문자 에너지 안보를

하다. 안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때 《파이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주로 남반구에서) 에너지의 부족은 대

낸셜 타임스》는 웃어넘겨야 할 가짜 단어와 문구 목록에 안보를 포함

문자 에너지의 부족이 된다. (특히 북반구에서) 위험에 빠진 안보는

시켰다.8 9 어떤 사람들은 문구에 좀더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면 에너

대문자 안보의 부족이 된다. 이를테면 중앙 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

지 안보의 논의도 적절하게 다시 설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태

의 내재된 취약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처는 정유 시설, 해양 플랫

도는 에너지 안보의 모호함이 현대사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폼, 송유관, 수출입 항구와 시설, 석유 유조선과 천연가스 유조선, 발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폭넓은 쟁점들을 수용한 정

전소, 고압 송전망, 배전망, 지하 가스 저장 시설과 천연가스 배관망

치적인 조직화를 통해서만 사전에서 안보를 다시 정의하거나 없앨 수

등 “전체 에너지 공급망과 기반 시설을 보호”한다는 요청으로 구성됐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다.8 5 무엇을 보호할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가 불확실해질지 모르

결국 안보라는 용어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여러 의미들 사이를

지만,8 6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에너지 시스템, 관련 금융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관료와 기업 수장들은 양적인 ‘성장

서비스,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들이 더 복잡해질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진다.8 7
●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본다는 뜻으로,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덤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려고 고안한 원형 감
옥을 가리킨다. 그 뒤 많은 학자들이 근대의 감시 사회와 권력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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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성장’에 헌신하는 편리한 도구로 안보를 이용한다. 이를테면

이런 연료로 작동하는 기계들)를 “삶 자체의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더 많은 에너지를 개발한다며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송유관이나 대

강렬한 정치적 전투의 사회적 산물”9 1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일 수 있

형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올 때, 에너지 안보의 모호함

는 특별하고 독특한 ‘마술적’ 힘을 지닌 것으로 바라보는 지속적인 습

때문에 불을 계속 밝히고 집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관이다. ‘석유의 저주’, ‘석유 생산 정점’,● ‘석유는 피보다 진하다’, ‘석

쉽게 자극받는다. 또한 ‘안보를 위한 강한 내부 시장’을 확립하려는

유를 향한 갈증’, ‘에너지의 수탈’, ‘소비 감축 필요’, 심지어 ‘공급과 수

목적 아래 유럽연합이 수행한 연구 덕분에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을

요’ 같은 문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습관 말이다.9 2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전부라고 손쉽게 주장할 수 있다.9 0 마찬가지

미신이나 물신은 대문자 에너지와 대문자 안보 시스템의 파괴성

로 ‘소문자 에너지들’과 ‘대문자 에너지’의 차이와 ‘소문자 안보들’과

을 부정한다. 오히려 파괴성을 비정치화하고 탈맥락화하려고 작동하

‘대문자 안보’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대문자 에너지 안보로

며, 파괴성에 변하지 않는 비극적 위엄을 부여한다. 미신과 물신은 다

요약되는 개입에 도전하기보다는 9・11 같은 사건들의 역사를 그런

양한 해석 활동을 거쳐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

개입을 강화하는 소설로 다시 쓰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9・11 사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해석에서, 끝없는 양적 성장의 기획에 엘

건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을 상징하는 꽤 많은 균열들을, 잠시 동

리트들을 끌어들인 역사 특수적 추상화의 동학은 자연과 사회 사이

안이지만 갑작스럽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의 영원하고 형이상학적인 데카르트적 대립으로 재해석되고 단순화
된다. 한쪽에는 수동적이고 권리가 없으며 제한된 원자재의 매장지가
있다. 다른 쪽에는 이 매장지를 가차 없이 계산적으로 침범하는 능동

신화와 물신

적인 인간이 있다. 그 결과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희소성’은 양쪽이
모두 생존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간단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든

에너지 안보의 모호함은 우연, 방심, 그릇된 가치 같은 결과물이 결코

다. 성직자이기도 한 토머스 맬서스가 두 세기 전에 발표한 신화 해석

아니고, 신화와 물신fetish이 여러 세기 동안 복잡하게 구성되는 힘든
과정을 거친 역사적 결과물이다. 그 신화는 적어도 데카르트 시대 이
후에 형성된 대문자 자연Nature과 대문자 사회Society, 대문자 몸Body과 대
문자 마음Mind에 관한 신화다. 그 물신은 석유(또는 다른 화석연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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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에 미국 지질학자 킹 허버트(King Herbert)가 고안한 개념으로, 피크 오일(peak oil)로 불리기도 한다. 석
유 생산량이 종 모양의 곡선(‘허버트 곡선’)처럼 기하급수로 늘어난 뒤 정점을 찍고 빠르게 줄어든다는 이론으로, 숱한
논쟁을 낳았다. 석유 생산 정점 이론은 점점 세련된 구조를 띠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그 정점이 닥치
는 구체적 시기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신현승 옮김, 《파티는 끝났다》, 시공
사, 2006과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노승영 옮김, 《제로 성장의 시대가 온다》, 부키, 2013이 도움이 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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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의 생존 권리를 모두 없애는 것은 자연

(개인의 가치를 바꾸고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기)이다. 신화의 변치 않

자체다. 자연은 “가난한 자들은 썩 꺼지라고 명령한다.” 동시에 부자

는 주제가 되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산은 신화의 필수 요소가 되기

들이 그렇듯 ‘가난한 자’도 스스로 비인간 존재를 단순한 ‘자원’으로

보다는 희소성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기계적인 ‘소비 감소’는 설사 축

취급한다.9 3

적의 논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안보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신화에서 지난 수백 년에 걸쳐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확고해

따라서 신화는 대문자 에너지가 더 많은 대문자 에너지를 바라는

진 ‘축적을 위한 축적’이라는 독특한 논리는, 필요란 원리적으로 언제

필요를 낳을 뿐이고, 대문자 안보가 더 많은 대문자 안보를 바라는

나 무한했다는 식으로 인간 존재의 공식적인 특징이 됐다. 따라서 석

필요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간접적인 방법으

유나 석탄의 수요는 복잡한 역사의 복잡한 산물이 되는 대신에, 타고

로 신화는 대문자 에너지와 소문자 에너지들 사이의 모순과 대문자

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발전’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끝없는 에너

안보와 소문자 안보들 사이의 모순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화는 이 모

지 수요로, 곧 원초적인 파생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다. 대문자 에너

순을 운명 탓으로 돌리며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적대적인 관계인 자

지는 역사적 산물로 인정되지 않고, 마치 언제나 거기에 있던 것처럼

연이나 사회를 조정함으로써 이 운명을 피하려는 시도들은 필연적으

취급된다.

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그리고 신화에서 안전한 미래에 관한 유일한 약속은, 역경을 딛고

기술적 해결책을 쏟아내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게 바로 그 유

영원히 자연에서 조금이라도 더 쥐어짜는 것이거나, 점점 더 많이 넘

명한 맬서스주의식 ‘비관주의’다. 이 비관주의는 200년 동안 기업들을

보는 인간의 천부적 기질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둘 다

잘 섬겨왔고, 여기에 속박된 영혼은 자원과 환경을 다룬 기술 관련 저

다. 한편으로 대문자 에너지의 영역에서 영구적인 생산성의 증가가 약

술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곧 끝없는 축적이라는 우발성의 정치를

속돼야 하며, 비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원자재나 생태계 서비스가 존

숙명론의 시적 표현으로 왜곡되게 해석한다.

속하려면 인간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수동적 물

신화는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변주곡을 펼친다. 이를테면 2003년

질들을 멈추지 않고 침범하는 인간을 견제하려면 ‘인구 억제’를 비롯

미국이 이끈 이라크 전쟁은 석유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전략적으로 가

해 비슷한 방법들이 실행돼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을 들자면, 에너지

치 있는 자연이라는 ‘물질’에 인간의 ‘탐욕’이 결합된 결과 일어났다고

안보의 과제는 더 많은 대문자 에너지를 생산하거나(더 많은 석유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희소성을 줄이고 싶어 물질

발견하고 농업 연료 같은 석유 대안물을 개발하기), 소비를 줄이는 것

을 수탈한다고 신화는 말한다. 따라서 ‘에너지 수탈’이다. 대문자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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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시나리오를, 원초적이고 더는 줄일 수 없는 천부적 희소성이
미국 저널리스트 피터 마스는 2003년에 (미국 기업 켈로그브
라운 앤드 루트가 건설한) 이라크의 3개 정유소 중 한 곳의 이
라크 관리자하고 어느 미군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했다.

폭력을 낳는다는 시나리오로 바꿔버린다. 석유에 관한 ‘반동적인’ 물
신 숭배fetishism*●는 인종 갈등과 서구를 향한 분노와 위협의 분위기를

관리자는 정유소 약탈자들을 체포할 군인이 너무 늦게 배치되

증대시키면서 석유 자원을 보호하려는 강박 관념을 부추긴다. ‘진보

자 보안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적인’ 석유 물신 숭배는 좀더 진전된 방식인데, 수탈자의 수를 줄이거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국가를 보

나, 수탈자들의 탐욕이나 군사화를 줄이거나, 수탈자에게 수탈 욕구

호하라고요! 좀더 폭력적으로 행동해요!”

를 총족할 다른 대체 물질을 줘서 수탈을 관리한다. 어떤 방식이든 희

군인은 대답하면서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곤혹스런 일

소성과 에너지 불안정의 뿌리는 아직 건드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에요. 나는 어떻게 국가를 재건하는지 몰라요. 뭘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안보화’가 더 큰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듯이, 원초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와서 정부를 파괴하고

희소성이라는 기질을 인정하는 신화를 반복하면 더 많은 희소성을 발

군대를 없앤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재건해야만 해요. 그런데

생시키는 과정을 승인하게 된다.

나는 모르겠어요. 국가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
죠? 나는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 사람들 죽이는 일만 해요.”
94

— 피터 마스

아주 단순한 이야기
모든 사람은 화석연료, 특히 석유가 제조, 난방, 조명, 교통, 심지어 농업 등 산업
사회에서 얼마나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화석연료를 싸게 쓸

지 안보는 공급의 문제다. 석유와 얽힌 관계들의 복잡성은 탐나는 물
건 자체가 지닌 마술적 특성으로 해석되고,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의

수 있을 때는 긴장이 낮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유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
들이 힘든 가격 협상, 가혹한 외교 행위, 심지어 전쟁에 기대게 되리라는 것은 쉽
게 상상할 수 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른바 ‘석유 전쟁’은 누군가 ‘검은 황금’을 움

풍경조차 어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런 점에서

켜쥐기 전에 먼저 시도되는 폭력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석유를 싸게 얻는 데 필

딕 체니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곰곰이 생각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무나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에” 그렇게 많은 석유와 가
스를 두는 게 “좋겠다고 여겼다.”9 5
신화는 금융과 제국에 연관된 폭력의 복잡한 형태가 희소성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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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세계를 다룰 때 쓰는 물신은 정신분석학적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성적 집착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의미에서 황금만능주의하고 비슷한 물신주의를 뜻한다. 더 정확한 계보를 찾자면 상품 물신주의(commodity
fetishism)를 다룬 마르크스의 논의를 들 수 있다(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자본론 Ⅰ(상)》, 2001, 91~107쪽).
또한 클라이브 해밀턴 지음, 김홍식 옮김, 《성장 숭배》, 바오, 2011도 도움이 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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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다. 석유 가격은 어떤 경우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공급하고 거의 관

구가 가진 이해관계의 초점은 “석유 자체의 통제가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그

련이 없으며,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다. ‘황금의 샘’은 냄새가 고약한

지역의 경제가 물건을 수입하고 석유를 수출하면서 경쟁하는 동서 진영의 투자

석유 자체가 아니라, 석유 생산성에서 자라나는 돈과 힘이다. 돈과 힘은 산업 시

자본에 문을 열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스템 전반을 쥐어짜면서 투기의 기회도 제공한다. 비판적인 지리학자 사이먼 달

10 3
10 4

실제로 석유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석유가 갑자기 고갈되지 않는 한,

비Simon Dalby는 이렇게 지적했다. “석유는 지엽적으로 희소성에 관한 게 아니다. 자

이익이 극대화되면 석유 감산이 목표가 될지 모른다. (원래는 석유 정제 과정에

원 부족으로 발생한 폭력에 관한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핵심 요소가 되는 풍

서 나오는 쓸모없는 부산물이던) 휘발유의 수요가 창출돼야만 하던 그날 이후,

96

또 다른 지리학자 매튜 후버의 말처럼, 기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와 텍사스 주에 있는 유정이 시장에서 다루기 힘들 정도로

업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풍요와 부족 사

부한 자원의 통제에 관한 것이다.”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할 무렵부터, 석유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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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에 관련된다.

풍족함’이 됐다.

이를테면 미국이 이끈 이라크 전쟁의 준비 단계에서 ‘기본 궁금증’은 어떻게 하

석유 수출국과 석유 채굴 기업들은 생산량을 제한하는 다양

한 시도를 두고 오랫동안 서로 대립하면서도 협력하는 행동을 거듭해왔다.

면 싼 석유를 되도록 많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석유수출국기
구 중 베네수엘라처럼 (여유 생산 능력이 많지 않고) ‘오일 달러를 국내 개발에
사용하는 국가들high absorbers’의 필요뿐 아니라, 석유 가격을 자본주의의 성장을 위

자동차 이동성, 안보 그리고 민족 정체성

해 ‘충분히 낮게’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가격을 충분히 높게 유지

석유는 미국 사회의 특징인 자동차 이동성을 나타내는 중심 물질이다. 미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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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희소성이 조직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다.

체 운송 수단 중 97퍼센트는 석유를 쓰는데, 그 양은 국가 전체 석유 소비의 3

석유 가격은 1990년대 내내 하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으로 가격이 조

10 6

분의 2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은 20세기에 정부하고 협력해 석유 업체와 제

금 올랐지만, 이라크 침공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처방이 된다고는 아무도 믿지

조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이 기업들은 값싼 자동차를 만들고,

않았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라크에서 (인명 피해에 더해) 실제로 가장 눈에 띈

대중교통을 제한하며, 집과 직장과 상점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짓고, 도로를

것은 미국으로 석유를 빼돌리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라크의 모든 국영

닦으며, 석유 의존형 재화 소비에 바탕을 둔 생활 양식을 장려했다.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옹호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시도의 기이한 혼합물이었
99

다.

서구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의 횡령, 건설 등

미국 안에서 많은 양이 채굴되던 시절의 석유 가격은 1970년대에 석유 가격이
10 7

오르기 전까지 “흔히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불릴 정도로 똥값이었다.”

1975

계약의 쇄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수의 군사 기지 설치(종전 뒤 상

년에 미국은 기업 평균 연비 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CAFE를 도입했는데, 자동

황이 묘하게 흘러가면서 대부분 건설이 취소됐다)라는 혼합물 말이다.

차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를 다 합쳐서 거기에 연료 효율의 목표를 설정했다. 목

더구나 이라크 석유 채굴은 2011년 11월에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사회사
학자인 이언 볼Iain

과 동료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라크의 모험이 보여주는

Boal

것은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기보다 수익 증대에 필요한 조건을 급진적으로 가혹
하게 경제 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10 0

탈취와 자본 축적의 새로운 라운드를 위한 길을 포장하는 것이다.”

표는 평균 연비를 1985년까지 1974년의 2배로 올리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 목
표는 갤런당 27.5마일(리터당 10킬로미터)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설정
한 목표에 견줘 낮은 수준이다.
기업 평균 연비 제도의 기준은 승용차와 경트럭으로 나뉜다. 승용차는 오프로

만약 석

드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4륜 차량이다. 경트럭은 짐을 싣거나 10명 이상의 사람

유가 특별히 눈에 띈다면, “밝혀진 대로 석유 수입이 군사 훈련을 계획하고 재정

들을 태우거나 간이 숙소로 사용하려고 오프로드용으로 설계된 4륜 차량이다.

101

을 충당할, 그리고 이라크 ‘신흥 시장’을 재건할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트럭 연비는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이런 구분 때문에 더 크고 무겁우

다른 곳에서도 미국의 목적은 석유 자체를 ‘수탈’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세

며 더 비효율적이면서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더 불안한 차량의 틈새시장

계 시장에서 석유의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대안적 경로를 추

이 만들어졌다. 에스유브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경트럭은 자가용과 가족용 차량

10 2

구하는 다양한 비무장 사회 세력들을 훈육”하는 것이다.

176

중앙아시아에서 서

으로 선호됐다.

177

에스유브이의 인기는 포드 자동차의 익스플로러Ford

에서 시작됐다. 그 디

유) 안보를 대하는 태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에스유브이는 불확실한

자인은 2차 대전 때 병력과 대구경 기관총을 운반하는 데 쓴 지프에서 유래했을

세계에서 초과 소비의 거대한 캡슐로 기능한다. 군사적 계보를 갖고 위험을 외부

뿐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에 대응한 반응으로 나타난 1980년대의 (할리우

화해 개인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주장하면서, 에스유브이는 정확히 미국의 정체성

드 영화 <람보Rambo> 시리즈로 묘사된) 문화적 군사주의에서 비롯됐다. 또 단호한

을 떠받치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국경들을 새긴다. 더 많은 석유

Explorer

산업주의, 황야, 미국 개척 같은 미국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전적 수사의 요소

를 쓰는 상품을 갖고서 석유 의존에 기초한 불안을 해결한다는 태도는 결국 석

들을 구체화했다. 에스유브이 소유자의 80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전체 비율도 도

유 의존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전환은 에스유브이를 몰지 않겠다는 식

시 차량의 13퍼센트 미만에 지나지 않지만, 4륜구동 차량은 멋진 야외 어디서든

의 개인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전시 상태인 미국에 새겨진 모순

운전할 수 있는 해방된 자유를 약속했다. 에스유브이는 차체가 높아서 운전석이

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

10 8

올라가 있고, 시야를 최대로 확보해주며, 야생 동물과 황량한 서부의 정신을 떠
올리게 고안된 범퍼와 그릴이 있고, 거기에 맞춘 트래커Tracker, 에퀴녹스Equinox, 이
스케이프Escape, 디펜더Defender, 트레일블레이저Trail

, 네비게이터Navigator, 패스파인

Blazer

더Pathfinder, 워리어Warrior 같은 이름이 달려 있다.
많은 에스유브이 소유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자동차 때문에 에너지와 환경, 기
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안전 측면에서 자기 선택을 정당
화한다. “이 차는 당신에게 장벽을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덜 느끼게 해준다.” 따라
서 (편안함을 주는 차량이기는 하지만) 에스유브이는 도시 공격용 차량이 돼, 우
리가 사는 도시를 전시 상태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세
상에서, 운전자는 보호받는다.
그렇지만 에스유브이 증가는 꽤나 역설적이다. 에스유브이 소유자들은 자기 차
를 안전의 동의어로 확신한다. 그러나 1990년대 교통사고 기록을 보면, 에스유브
이는 전복되기 쉬운 탓에 100만 대당 탑승자 사망률이 일반 승용차보다 6퍼센
트나 높다. 미국에서 매년 에스유브이와 일반 승용차의 탑승자 사망자 수를 비교
해보면, 에스유브이 탑승자가 3000명 더 죽는다. 반대로 에스유브이하고 충돌할
경우 일반 승용차 탑승자의 사망률이 에스유브이 탑승자 사망률보다 29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서도 역설적인 모습
이 보인다. 에스유브이는 자유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기대어 인기를 끈다. 자동
차 운전에 필요한 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비롯해 교통 법규 등 모든 기반 시설에
해마다 수 조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에스유브이 소유자들은 정부와
규제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들먹이는 경향이 있다.
규제 체계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비효율성이 발생되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도록 설계됐지만, 이런 목적을 약화시키는 종류의 자동차를 낳는다. 실제로
연비 기준과 세금 환급, 관세, 국제 환경 협약, 구역 지정 등 많은 법과 규제들이
모두 자동차 이동성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에스유브이는 미국이 국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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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 에너지
안보에
도전하기

당혹스럽고 때로는 놀랍게도 오늘날 대중이 질문을 퍼붓는 ‘에너지
안보,’ 곧 두 가지 다른 안보와 두 가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경우 혼란스럽다. 각각의 서로 다른 기원과 구조, 기능, 관심을 이해하
고,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주장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혁명 때 생겨난
‘대문자 에너지’가 수백만 명에게서 난방과 조명, 생계 수단에 관련된
소문자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처럼, ‘대문자 안보’는 복합적으로 구
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점차 위험과 불안정으로 이끌고 있다. 대문자
안보와 대문자 에너지가 소문자 안보와 소문자 에너지에 깊숙이 얼
기설기 얽힌 세계에서 어떻게 대문자 안보와 대문자 에너지에 도전할
것인가?
공적인 토론과 논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제는 에너지라는 순전
히 물리적인 개념이 지닌 치명적인 정치적 모호함을 교정하고, 지구
온난화, 화석연료의 채굴 확대 제재, 서로 다른 에너지 자원들의 특성
과 유형과 맥락 등을 고려해 사회적 목표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짚어봐야 할 질문들은 이렇다.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주거와 식량, 이동, 전기, 생계를 해결하는 정책’에서
무엇을 기대할까? 이런 열망들은 자본 축적과 금융 부문의 규모와 소
유를 제한하는 문제에 관련돼 무슨 함의를 지닐까? 그리고 그런 논쟁
들이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석유와 석탄, 가스, 핵, 농업 연료에 관한
미래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쓸모없이 널리 퍼져 있는 대문자 안보에 관한 강조를
교정하려면, 정책 결정자들은 계속되는 화석연료(그리고 화석연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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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는 대체 연료) 개발이 가져오는 지속 불가능하고 지지할 수
없는 장기적 결과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화석연료 시
대를 벗어나는 전환을 모든 사람의 고통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성

우리의 관심사는 발전소 터빈과 누구네 가정의 스위치 사이에
있는 전자 흐름이 아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민주적이고 책
임 있는 자원 할당 체계에 관심이 있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둘러싼 토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 아프리카민족회의의 ‘전력 공급 전국 회의’ 기조 연설,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의 참여자들이 지닌 지

케이프타운 대학교,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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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 찾기가 첫 단계다. 태국 사람들이 쓰는
‘추어이깐 킷chuaykan

’이라는 표현은 서로 생각에 도움을 준다는 뜻

와 캐나다 앨버타,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애팔래치아 등

이다.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 앞에 놓인 과제는 잠재적 동료를

여러 곳에서 “땅속에 석유를, 구멍에 석탄을, 그리고 토지에 타르샌드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서로 생각과 행동을 돕는 길을 찾는 일이다.

를 그대로 두려고” 애쓰고 있고, 미국, 영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많

khit

멀리 볼 것도 없다. 전세계에서 수백 개의 공동체와 사회운동, 활

은 석탄 화력 발전소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석유로 움직이는 교통

동가와 사상가들이 ‘대문자 에너지’ 대 ‘소문자 에너지들’과 ‘대문자

인프라를 유지하려고 드넓은 토지를 수용하는 농업 연료 프로젝트에

안보’ 대 ‘소문자 안보들’에 관련된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항하고 있고, 화석연료 집약형 프로젝트나 화석연료 채굴 프로젝트

수십 년 동안 활동했다. 수송관과 더 많은 가스를 얻으려고 지하 바

를 지원하는 은행과 금융 기구들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운동들은 생

위를 수압 파쇄하는 행위에 맞선 캠페인이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태적인 소규모 농업, 더 민주적인 공중 보건과 복지와 에너지 공급,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 인도, 태국, 브라질

더 깨끗한 공기와 물을 지지하는 운동들, 군사주의와 환경 인종주의

같은 나라에서도 거대한 수력 발전 댐에 맞선 투쟁을 오랫동안 벌이

environmental racism

고 있다. 주변을 오염시키는 발전소에 저항하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

동들하고 점점 더 많이 연합하고 있다.3

와 새로운 채굴주의neo-extractivism●의 종말을 지지하는 운

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대중교통’이나 ‘모든 사람의 전기’ 캠페인하고
같은 대열에서 펼쳐되고 있다.1
이런 점에서 두드러진 어느 사회운동 집단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탄소가 직접 이동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다. 니제르 삼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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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인종주의는 가난한 유색 인종의 거주지와 생활권 근처에 유독하고 위험한 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환
경 문제와 인종 문제를 함께 다룬다.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다. 새로운 채굴주의
는 주로 라틴아메리카 중도 좌파 국가에서 매장 자원을 (국영) 기업이 채굴해 해외에 팔아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재정 건전성 향상에 쓰는 현상을 가리킨다. 환경과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꽤나 논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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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체들은 소문자 에너지들과 소문자 안보들, 생명과 삶의 양

옮긴이 글

식을 구성하는 그밖의 가치들을 옹호하려고 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
렸다. 이 단체들이 화석연료 채굴에 따른 오염, 채굴을 가능하게 하고
강요하는 야만과 폭력, 채굴에 종종 뒤따르는 사회적 대립과 정치적
분열에 맞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단체
들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세계적 맥락 속에서 대문자 에너지와 대
문자 안보에 직접 도전하고 있는 사실을 금세 알아채게 된다. 행동을

《에너지 안보》는 코너하우스의 니콜라스 힐드야드, 래리 로만, 새러

시작하자마자 이 단체들은 땅속에 남아 있는 석탄이나 석유 또는 석

섹스톤이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시민 단체와 환경 단체, 유

탄과 석유의 대체물을 요구하는 정부뿐 아니라 대문자 에너지와 무기

럽연합의 도움을 받아 2012년에 쓴 보고서다. 그만큼 국제적인 프로

회사들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법적 제도와 군사적 장치에 맞서 곧바

젝트의 결과물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도 코너하우스의 요청을 받

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에너지 안보에 관해 현재 자기들이 지적이고

아 한국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보낸 적이 있으니, 조금은 기여한 셈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떠맡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거의 없다.

다. 본문에는 한국의 상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판 서문에

이 단체들이 쌓은 지식과 내놓는 분석은 앞으로 몇 년 뒤, 집단적

서 짤막하게 다룬 만큼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안보와 모든 이의 생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진보적 방식의 에너

사실 이 글을 처음 접한 뒤 곧바로 한국에 소개하자는 마음을 먹

지 안보 계획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책 결정자에게 점점 더 큰 가치

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충실히 번역할 여유도 없었고, 상식적으로 받

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 안보의 정치적 도전과 실천적 행

아들여지는 ‘에너지 안보’의 재해석과 재구성은 선뜻 나서기 힘든 주

동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출발점이 놓여 있다.

제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 한국의 ‘해외 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자
립’을 둘러싼 담론과 정책을 다루기는 하지만, 에너지 안보에 정면 승
부를 걸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
한 연구원’에서 원고를 청탁받으면서 코너하우스의 글을 살펴보기 시
작했다. 〈에너지기후시대 에너지안보의 방향〉(KNSI Report 제39호,
2012년)이라는 짧은 원고를 쓴 뒤, 2013년에야 팀을 꾸리고 세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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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안보’가 갖는, 그리고 ‘에너

오일 쇼크 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석유 생산 정점으로 대표되는

지 안보’ 안에 들어 있는 한계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다.

자원 고갈, 화석 에너지 연소에 따른 기후 변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실제로 에너지 개발과 확보에는 국가 사이의 갈등과 협력 요소가

경제 대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같은 요인이 결합돼 있다. 더 근본적으

복잡하게 결합돼 있다. 국제 관계론에서 에너지는 경제 안보와 군사

로는 위기에 빠진 (그러나 적응력이 뛰어난) 자본주의 시스템이 깔려

안보의 핵심 요소이자 ‘복합 안보’의 일부로 이해되며, 경쟁국들 사이

있다. 과거의 에너지 위기가 비교적 짧은 시간대에 발생한 반면 현재

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놓아 패권 경쟁에 밀접히 연관된 사안

의 에너지 위기는 21세기를 관통하며 세상의 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

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안보 개념에 관한 이해도

친다는 뜻이다.

달라지듯이, 다양한 생태 위기에 직면한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마이클 클레어가 예시하는 전면적 갈등이나 분쟁이 벌어지지 않

도 전통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인간 사회와 문명은 복

더라도,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는 피하기 어렵다. 미국 안에서도 기후

구할 수 없는 수준의 자연 남용과 생태계 급변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안보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다. 2004년부터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 보

단순한 자원 문제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근대 산업혁명과 화석주의

고서 등에서 미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으로 테러 같은 군사 위협이 아

의 결과로 나타난 복합 위기인 지금의 에너지 기후 위기는 생태와 사

니라 기후 변화가 지목됐듯이 기후 변화는 국가 안보, 나아가 국제

회의 재편에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화석 에너지 탓에 심각해지

안보의 쟁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 있는 기후 변화만 봐도 그렇다. 국제 사회도 기후 변화와 안보의

그런데 여기서 잠깐, 2020년 4월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다는 이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 변

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어느 용한 점술가의 예언이 아니다. 남

화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곧 ‘기후 안보’를 다뤘다. 이제

북 관계에 정치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귄 다이

‘기후 전쟁’과 ‘에너지 전쟁’을 한 묶음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에너지

어라는 국제 안보 전문가는 《기후 대전》에서 기후 변화로 초래될 가

기후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상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기후 변화로 북한의 식량 생산이 크게 줄면

다른 한편 국제 정치가 에너지 안보에 따라 좌우되는 새로운 냉전

서 갑작스레 정권이 붕괴해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미래상을 그린다.

시대가 열렸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전략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2020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지는

것이다. 이런 충돌은 초고유가, 자원 민족주의와 무기화, 에너지 기업

건 중요하지 않다. 기후 변화도 ‘주권’과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들의 각축, 수송망 확보 등 여러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1970년대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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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멀게 느껴지지만 가까이 다가온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
쳐 나가야 할까? 주류(?) 대안을 대충 적어보면 이렇다. 전통적인 에
너지 개발과 공급의 미래에 숱한 위협이 확인된 지금, 다양한 재생 가

대문자 에너지

소문자 에너지들

영원한 결핍 상태

자기 제한 상태

공평한 분배 어려움

공평한 분배 가능

다수의 생존을 희생해 소수의 이익 보장

다수를 위한 안전망 제공

능 에너지 자원은 국가 수준이나 국제 수준에서 환경 효과뿐 아니라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자율적 공간 훼손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자율적 공간 유지

에너지를 포함한 안보 전반에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수요

대규모 잉여 가치 생산 가능

대규모 잉여 가치 생산 불가

관리를 거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뿐 아니라 재생 가능 에

생태 보호는 자연 한계의 전문적 관리로 자연의 한계와 분리되지 않는 생태보 호,
가능, 제한적·일시적 변화만 가능
적정 생활 수준 유지

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에 필수다.
한발 더 나아가면 헤르만 셰어가 《에너지 주권》에서 주창한 ‘에너
지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셰어는 지역 분산형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역 사
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보편적

양적 흐름의 기술적 관리 실패를 위기로 양적 흐름 위주의 상황 또는 기술적 관
규정
리가 필요한 상황 자체를 위기로 규정
기계와 상품화된 노동과 자본은 생산력 지구는 비옥함이나 자연력의 원천,
과 이윤의 원천
산업 생산성은 불모나 파괴의 과정
추상성, 정량화, 기동성, 단수형

구체성, 정성화, 얽힘, 복수형

자연과 사회의 분리, 자연은 원자재,
에너지와 생명은 자본주의의 노동력

자연과 사회의 대화, 자본주의적 노동을
넘어 일을 더 넓은 의미로 이해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은 ‘에너지 빈곤’의 해소
보다 더 적극적인 함의를 갖는데, 어디에서 누가 ‘에너지 권력’을 취할

에서 우리는 ‘대문자 역사History’와 ‘소문자 역사들histories’을 어느 정도

것인지 묻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자본과 국

받아들였다. 단수형 대문자 역사를 문제 삼아 등장한 복수형 소문자

가 중심의 에너지 안보에서 사람과 지역 중심의 에너지 안보를 말할

역사라는 틀에서 주류 역사가 보지 않거나 지워버린 약자, 소수자, 비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주류, 힘없고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주체들을 재발견하려는 시도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 기본권을 추구하는 ‘생태 사회적 안

가 이어지고 있다.

보’로 확장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책이 거듭해

이제 대문자 에너지와 소문자 에너지들의 의미를 요약한 표를 보

서 강조하는 ‘소문자 에너지들,’ ‘소문자 안보들,’ ‘소문자 에너지 안보

자. 친절하게도 코너하우스가 ‘에너지 시리즈’ 중 《에너지, 일 그리고

들’의 문제의식이다. 대문자와 소문자라는 표현은 사실 어색하다. 마

금융Energy, Work and Finance》(2014년, 104쪽)에 정리해놓은 표를 조금 바꿨

땅히 옮길 만한 단어나 개념이 없어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 사회도

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익숙하면서도 낯선 ‘에너

이런 ‘비틀기’가 낯설지만은 않다. 근대와 탈근대를 두고 벌어진 논쟁

지’와 ‘에너지 안보’에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는 데 쓸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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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책을 덮고 나서 그럼 대안이 뭐냐는 물음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물론 곳곳에 함께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더 밀고

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사를 나눈 래리 로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어디에 있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며.

나갈 구석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저자들도 이렇게 말한다(메모 형
식으로 간단히 전해 옮기지 않은 원문 80쪽을 저자들의 동의를 구해
여기에 풀어놨다).

2014년 12월
이정필

몇몇 질문이 에너지 논쟁에서 자주 제기된다. 대규모 화석연료와 핵 발전
소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중앙 집중적 기반 시설 계획의 대안은 무엇이냐
고. 실제로 많은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에 기반을 둔 대안이 지역 사
회는 물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정의 운동에서 몇 년 동안 진화해왔다.
대개 가난한 이들이 직접 참여해 일궈낸 대안들이다. 이 대안들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더 잘 봉사하는 기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농업과
기후 정책에서 생활의 우선순위를 더 잘 반영하는 대안적인 의사 결정 절
차를 포함한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항해 중인 경로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열쇠인데도, 어떤 사회적 절차와 정

치적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떤 대안 기술들이 사용되거나 제안됐는지 잘
알려진 게 없다. 우리의 다음 작업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에너지 대안 — 영토 조사Energy

Alternatives: Surveying

》(2013년 5월)다. 우리 연구소도 코너하우스하고 생각이 같다.

the Territory

다음 항해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번역 요청을 흔쾌하게 반겨준 코너하우스에, 특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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